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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컴퓨터 시스템 내의 칩셋의 메모리 제어기 허브(204)와 입력/출력(I/O) 허브(206) 간에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인터

페이스가 기재되어 있다. 인터페이스의 일실시예는 양방향 데이터 신호 경로(202) 및 한쌍의 소스 동기 스트로브 신

호를 포함한다. 데이터 신호 경로는 스플릿 트랜잭션을 통해 패킷으로 데이터를 전송한다. 추가로, 패킷은 필요에 따

라 요구 패킷 및 완료 패킷을 포함한다. 또한, 일실시예에서, 요구 패킷은 트랜잭션 디스크립터를 포함한다.

대표도

도 2

색인어

컴퓨터 시스템, 인터페이스, 허브, 트랜잭션, 디스크립터, 데이터 전송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컴퓨터 시스템 분야에 관한 것으로, 특히 컴퓨터 구성 요소들 간에 개선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것에 관

한 것이다.

배경기술

현대의 컴퓨터 시스템은 시스템 메모리(103)(즉, CPU/메모리 서브시스템)와 상호연결된 중앙 처리 유닛(CPU)(101)

을 포함한다. 도1에 도시된 바와 같이, 데이터 및 다른 신호들은, 일반적으로 호스트 브릿지(105)라고 부르는 구성요

소를 통해 CPU와 시스템 메모리 간에 전송된다. 호스트 브릿지(105)는 또한 컴퓨터 내의 다른 구성요소 및/또는 서

브시스템을 CPU/ 메모리 서브시스템에 대한 인터페이스로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도1에 역시 도시된 바와 같이, 주변 구성요소(예, 키보드(109), 디스크 드라이브(110) 및/또는 마우스(111

))가 입력/출력(I/O) 브릿지(107)를 통해 서로 상호연결될 수 있다. 그리고, I/O 브릿지(107)는 주변장치와 CPU/메모

리 서브시스템 간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기 위해, 호스트 브릿지(105)와 상호연결될 수 있 다.

그러나, 추가적인 외부 버스(예, PCI(Peripheral Component Interconnect) 버스(113))도 역시 I/O 브릿지(107)와 C

PU/메모리 서브시스템 간의 인터페이스에 포함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I/O 브릿지(107)와 CPU/메모리 서브시스템 

간의 인터페이스는, I/O 브릿지(107)와 CPU/메모리 서브시스템 간의 인터페이스에 포함되는 외부 버스(113)(예, PC

I)의 명세/필요에 의해 보다 복잡해지고 제한된다.

결과적으로, 주변 구성요소와 프로세서/메모리 서브시스템 간에 개선된 인터페이스의 필요성이 존재하게 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은 컴퓨터 시스템 내의 개별의 허브들 간에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데, 이것은 스플릿

트랜잭션에 의하여 패킷으로 허브 간에 데이터를 송신하는 데이터 신호 경로를 포함한다. 일실시예에서, 데이터는 소

스 동기 모드로 전송된다. 추가로, 일실시예에서, 데이터를 송신하기 위한 패킷은 필요에 따라 요구 패킷 및 완료 패킷

을 포함한다. 또한, 일실시예에서, 패킷은 트랜잭션 디스크립터를 포함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본 발명은 제한이 아닌 예시를 위해 첨부된 도면의 구성으로 도시되고, 여기 서 동일한 참조부호는 유사한 구성요소

를 나타낸다.

도1은 종래 기술에 따른 컴퓨터 구성요소들 간의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컴퓨터 시스템을 도시한 도면.

도2는 컴퓨터 구성요소들 간에 개선된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컴퓨터 시스템의 일실시예의 블록도.

도3은 일실시예의 인터페이스로 구현된 스플릿 트랜잭션을 도시한 타이밍도.

도4는 컴퓨터 구성요소들 간의 다수의 개선된 인터페이스 계층을 구현한 컴퓨터 시스템의 일실시예를 도시한 블록도.

도5는 일실시예에 따른 데이터 패킷의 중재 및 전송을 도시한 타이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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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6은 일실시예에 따른 데이터 패킷의 흐름 제어를 도시한 타이밍도.

도7은 일실시예에 따른 흐름 제어 동작에 대한 응답 단계를 설명하는 흐름도.

도8은 일실시예에 따른 물리적 신호 인터페이스를 도시한 도면.

도9는 일실시예에 따른 소스 동기 클러킹을 도시한 타이밍도.

도10은 일실시예에 따른 컴퓨터 구성요소들 간의 개선된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다수의 프로세서를 가진 컴퓨터 시스

템을 도시한 도면.

실시예

컴퓨터 구성요소들 간의 개선된 인터페이스가 기재되어 있다. 이 인터페이스는 여기서 허브 링크(hub link)로 언급될 

것이다. 허브 링크는 좁고 높은 대역의 인터페이스를 통해 코어 로직의 빌딩 블록(building block)을 연결하기 위한 

인터페이스이다.

도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일실시예의 허브 링크는 개별 구성요소들에게 포인트-투-포인트 인터페이스(point-to-poi

nt interface)를 제공한다. 그러나, 대안의 실시예에서, 허브 링크는 3개 또는 그 이상의 구성요소 간에 인터페이스를 

제공할 수 있다.

보다 상세히 말하면, 도2는 칩셋 내에 2개의 분리된 구성요소(즉, 허브 에이전트)를 상호연결하는데 사용되는 허브 링

크(204)의 일실시예를 도시하고 있다. 허브 에이전트는 2개 또는 그 이상의 분리 버스 및/또는 다른 타입의 통신 라인

간의 집중 연결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도2에 역시 도시된 바와 같이, 칩셋은 메모리 제어기 허브(MCH)(204) 및 입력/출력(I/O) 허브(206)를 포

함한다. 도2에 도시된 바와 같이, 메모리 제어기 허브(204)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CPU(208)와 시스템 메모리(210) 

간에 상호연결/허브를 제공한다.

I/O 허브(206)는 시스템 내의 여러 주변 구성요소들(예, 키보드(218), 디스크 드라이브(224), 스캐너(222) 및/또는 

마우스(220)) 간에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또한, 외부 버스 및 그의 에이전트(예, PCI 버스(212), PCI 에이전트(214)

)는, 메모리 제어기 허브(204)에 직접 상호연결되기 보다는 I/O 허브(206)에 상호연결됨으로써, 허브 링크(202)를 통

해 메모리(210) 및 CPU(208)에 간접적으로 상호연결된다.

메모리 제어기 허브(204)와 I/O 허브(206)를 상호연결하는데 허브 링크를 사용함으로써, I/O 구성요소와 CPU/메모

리 서브시스템 간에는 개선된 액세스가 제공된다(예, 증가된 대역폭, 프로토콜 독립성, 보다 적은 대기시간). 추가로, 

허브 링크는 또한, I/O 빌딩 블록에 대해 백본(backbone)을 제공함으로써, 컴퓨터 시스템의 스케일링 능력(scalabilit

y)을 향상시킬 수 있다(예, 기초 데스크탑 플랫폼으로부터 최상위(high-end) 데스크탑 플랫폼 또는 워크스테이션 플

랫폼으로의 업그레이딩).

개선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기 위해, 허브 링크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독특한 구성을 포함한다. 일실시예에서, 트랜

잭션은 패킷 기반의 스플릿-트랜잭션(split-transaction)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허브 링크를 통해 전송된다. 예를 들

어, 요구 패킷(Request Packet)은 트랜잭션을 시작하는데 사용되고, 개별의 완료 패킷(Completion Packet)은 필요

에 따라 트랜잭션을 종료하는데 실질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도3은 허브 링크를 통한 스플릿 트랜잭션의 일례를 도시하고 있다. 도3에 도시된 바와 같이, 허브 에이전트는 먼저 중

재(arbitration)(302)를 통해 허브 링크의 소유권을 획득한다. 중재에 이어, 요구(request) 단계(304)가 존재한다. 필

요한 경우(예, 판독 트랜잭션을 위해 데이터를 리턴하는 경우), 완료(completion) 단계(308)가 요구 단계 뒤에 올 수 

있다. 그러나, 완료 단계 이전에, 응답 허브 에이전트는 허브 링크의 소유권에 대해 먼저 중재(306)할 것이다.

허브 링크를 통해 요구 패킷과 대응하는 완료 패킷의 전송 시간 사이에는, 소정의 배열 규칙(order rule)에 따라, 관계

없는 개별 패킷들이 전송될 수 있는데, 이는 이하에서 보다 상세히 논의될 것이다. 주변 장치에서 메모리로 판독 요구

를 한 경우를 예를 들면, 요구된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은, 그 데이터가 완료 패킷으로 리턴될 준비를 하도록 하기 위해

다수의 클럭 사이클을 취할 수 있다. 요구된 데이터를 획득하는데 걸리는 시간 동안에, 메모리 제어기 허브(204)의 큐

/파이프 내에 대기중인 관계없는 개별 완료 및/또는 요구 패킷들은 I/O 허브(206)로 전송될 수 있다.

또한, 도3에 도시된 바와 같이, 각 요구 또는 완료는 인터페이스를 통해 패킷으로 전송될 수 있다. 기록 타입 트랜잭션

에 대해, 데이터는 요구(request)에 연관된다. 판독 타입 트랜잭션에 대해, 데이터는 완료(completion)에 연관될 것이

다. 일부의 경우, 완료 패킷이 연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요구에 대해 하나 이상의 완료가 존재하게 되어, 이것을 다수

의 완료 패킷으로 효과적으로 분리할 수 있다.

추가로, 일실시예에서, 허브 링크는 트랜잭션의 속성(attribute)의 식별 뿐만 아니라 허브 링크의 라우팅을 위해 트랜

잭션 디스크립터(descriptor)를 사용한다. 예를 들면, 디스크립터가 등시적(isochronous) 또는 비동기적(asynchron

ous)으로 트랜잭션을 정의하도록 이용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것은 이후에 소정의 프로토콜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또한, 일실시예에서, 소스 동기 클럭 모드에 의하여 데이터 패킷을 전송함으로써, 인터페이스의 대역폭이 일부 증가

된다. 또한, 일실시예에서, 허브 링크는 협소한 커넥션(예, 적은 핀/패드)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대역폭을 제

공한다.

그러나, 대안의 실시예에서, 허브 링크는, 본 발명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전술한 모든 독특한 특징들보다 적은 

특징으로 구현될 수 있다. 또한, 허브 링크는, 본 발명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칩셋 내부 또는 외부의 브릿지 및

/또는 다른 구성요소들을 상호연결하는데 사용될 수도 있다.

트랜잭션, 프로토콜 및 물리 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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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히 말해서, 허브 링크는 트랜잭션 계층, 프로토콜 계층 및 물리 계층의 3개의 부분으로 설명된다. 그러나, 이 계층

들 간의 구별은 한정적인 의미라기 보다는 예시적인 의미로 간주되어야 하고, 따라서 특정 바람직한 실시예를 의미하

는 것이 아니다.

트랜잭션 계층(TRANSACTION LAYER)

허브 링크의 일실시예에서, 트랜잭션 계층은 허브 링크를 통해 전송된 개별 트랜잭션(하나 또는 그 이상의 패킷으로 

구성될 수 있는)의 라우팅을 지원한다. 예를 들면, 일실시예에서, 허브 링크의 트랜잭션 계층은 요구 및 데이터 패킷 

내에 포함되는 트랜잭션 디스크립터를 생성한다. 트랜잭션 디스크립터는 허브 에이전트(예, MCH) 내의 큐들 간의 중

재를 지원하거나, 및/또는 허브 링크를 통한 요구 및 데이터 패킷의 라우팅을 용이하게 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실시예에서, 트랜잭션 디스크립터는, 먼저 지원된(요구 패킷 내의) 라우팅 정보에 기반하여, 요구-개시 

에이전트로의 완료 패킷의 라우팅을 지 원한다. 트랜잭션 디스크립터는 또한 허브 에이전트 내의 패킷-디코딩 로직을

줄이거나 또는 가능한 한 최소화하도록 한다.

대안의 실시예에서, 트랜잭션 디스크립터는 또한 각각의 트랜잭션 속성에 기반하여 요구의 조정을 구별하는 능력을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트랜잭션 디스크립터에서 식별된 트랜잭션 속성은 동작을 등시적(Isochronous)으로 식별

할 수 있다(즉, 규칙적으로 고정된 양의 데이터를 이동시키는 동작. 예, 비디오 또는 오디오의 실시간 동작들). 결과적

으로, 트랜잭션 속성에 의해 식별됨에 따라, 동작은 특정 타입의 동작(예, 등시성)을 지원하기 위해 대응하는 소정의 

라우팅 프로토콜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일실시예에서, 트랜잭션 디스크립터는 라우팅 필드 및 중재 필드의 2개 필드를 포함한다. 대안의 실시예에서는, 본 발

명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트랜잭션 디스크립터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보다 많거나 또

는 보다 적은 필드가 사용될 수 있다.

일실시예에서, 아래의 표1에 도시된 바와 같이, 라우팅 필드는 패킷 라우팅을 위해 사용되는 6-비트 필드이다. 중재 

필드 뿐만 아니라 라우팅 필드의 사이즈는 본 발명의 범위 내에서 변경될 수 있다.

표1 - 트랜잭션 디스크립터의 라우팅 필드

표1에 도시된 바와 같이, 라우팅 필드의 3비트는 트랜잭션을 개시한 허브 에이전트를 식별하는 허브 ID에 사용된다. 

대안의 실시예에서, 8을 초과하는 허브 링크 계층을 제공하기 위해, 추가의 비트가 라우팅 필드에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시스템 내에 다수의 허브 링크 계층이 존재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계층의 꼭대기(top)에 있는 에이전트는

계층의 기저(base)로 다시 완료의 라우팅을 할 수 있다. 이에 관련해서, "계층(hierarchy)"은 허브 링크 "루트(root)" 

에이전트(예, MCH)로부터 시작한 다수의 연결된 허브 링크 세그먼트로 구성된다. 예를 들어, 도2는 단지 하나의 허브

링크 계층을 가지는 시스템을 도시하고 있다. 그러나, 도4는 2개의 허브 링크 계층에 기반한 시스템의 일례를 도시하

고 있다. 단지 하나의 허브 링크 계층을 구현한 실시예에서, "000"인 디폴트값은 Hub ID 필드에 사용될 수 있다.

라우팅 필드의 나머지 3비트는 허브 링크 에이전트 내의 내부 파이프/큐를 식별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I/

O 제어 허브는 개별적인 "파이프"를 통한 BM-ID(Bus Mastering ID) 트래픽 및 내부 USB(Universal Serial Bus) 호

스트 제어기 트래픽을 지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Pipe ID는, 상이한 "파이프"에 의해 개시된 트래픽이 상이한 속성을

가지는 서비싱 에이전트(예, MCH)로 전달하는데 사용될 수 있고, 소정의 프로토콜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허브 링크

에이전트가 개별의 내부 파이프를 구현하지 않는 경우, Pipe ID 필드에 "000"인 디폴트값을 사용할 수 있다.

대안의 실시예에서, 트랜잭션 디스크립터는 중재 필드를 더 포함한다. 일실 시예에서, 중재 필드는, 타깃 허브 링크 에

이전트가 이를 수신한 경우에 트랜잭션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를 지정한, 3-비트 값이다. 일부의 경우에, 중재 필드

는 시스템이 애플리케이션 작업부하 요구를 지원하도록 하는데, 이것은 이동(movement) 및, 특정 요구조건 또는 다

른 구별되는 특징을 가지는 데이터의 처리에 의존한다.

예를 들어, 중재 필드는, 최근에 개발된 외부 버스(예, IEEE 1394 및 USB)에 의해 사용되는 것과 같은, 장치들 간의 

데이터의 등시적 이동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러한 데이터 이동 요구조건은 I/O 장치와 CPU/메모리 서브시스템 간에 허

브 링크를 통한 데이터 흐름과 같이 유지될 필요가 있다.

대안의 실시예에서, 추가적인 트랜잭션 속성은, 캐시 코히어런시(cache coherency)가 하드웨어(즉, 칩셋)에 의해 실

시된 경우의 "스눕(snooped)" 트래픽과, 시스템 내의 데이터 코히어런시를 유지하는데 소프트웨어 메커니즘에 의존

하는 "넌-스눕(non-snooped)" 트래픽을 구별하는 능력을 포함할 수 있다. 또한, 다른 가능한 속성은, 판독 캐싱(read

caching) 형태를 지원하고, 메인 메모리 대역폭을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명백히 사전추론 가능한(

explicitly prefetchable)" 힌트가 될 수 있다.

배열 규칙(Ordering Rules)

트랜잭션 디스크립터는 또한 허브 링크를 통해 전송된 트랜잭션들 간의 배열 규칙을 지원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예

를 들어, 일실시예에서, 동일한 트랜잭션 디 스크립터를 가진 트랜잭션은 강한(strong) 배열(즉, 선도착-선처리(first 

come-first serve)로 실행된다.

그러나, 동일한 라우팅 필드를 가졌지만 상이한 중재 필드를 가진 트랜잭션은 서로에 대해 재배열(reorder)될 수 있

다. 예를 들어, 일실시예에서, 등시 트랜잭션은 비동기 트랜잭션에 대해 강하게 배열될 필요는 없다.

추가로, 허브 링크 인터페이스의 일실시예에서, 데이터 트랜잭션은, 동일한 방향 또는 반대 방향 중의 어느 하나로, 요

구에 대한 진행이 이루어지게 된다. 하나의 방향으로의 판독 완료 흐름은 판독 요구 흐름을 동일한 방향으로 패스하

도록 허가된다. 그리고, 기록 요구는 판독 요구 흐름을 동일한 방향으로 패스하도록 허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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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안의 실시예에서, 허브 링크 인터페이스를 통한 트랜잭션 순회(travelling)에 대한 배열 규칙은 본 발명의 

범위 내에서 변경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실시예에서, 허브 링크는, 허브 링크를 통한 트랜잭션의 흐름을 반대 방향

으로 결정하기 위해, PCI(Peripheral Component Interconnect)(Revision 2.2)에 제공된 배열 규칙을 구현한다.

프로토콜 계층(PROTOCOL LAYER)

일실시예에서, 허브 링크는 요구(request) 및 완료(completion)의 2가지 타입의 패킷을 가진 패킷-기반 프로토콜을 

사용한다. 요구 패킷은 각 허브 링크 트랜잭션에 사용된다. 완료 패킷은, 예를 들어, 판독 데이터를 리턴하거나, 또는 

어떤 타입의 기록 트랜잭션(예, 요구된 완료에 따른 I/O 기록 및 메모리 기록)의 완료에 응답하는데 요구되는 경우에 

사용된다. 완료 패킷은, 트랜잭션 계층 섹션에서 이미 논의된 바와 같이, 트랜잭션 디스크립터 및 배열에 의해 대응하

는 요구 패킷에 연관된다.

추가로, 일실시예에서, 허브 링크 인터페이스는 대칭적이고 분배적인 중재 프로토콜을 사용한다. 예를 들면, 각 허브 

에이전트는 요구 신호를 구동하는데, 이것은 동일한 인터페이스에 부속된 다른 에이전트에 의해 관측된다. 승인(gran

t) 신호가 사용되지 않고, 에이전트는 인터페이스의 소유권을 독립적으로 결정한다.

또한, 일실시예에서는, 명확한 프레이밍(framing) 신호가 사용되지 않는다. 인터페이스의 에이전트 소유권을 부여하

는 중재 이벤트와 그 에이전트의 전송의 시작 간에 함축된 관계가 있다. 대안의 실시예에서는, 본 발명의 범위에서 벗

어나지 않는 한, 프레이밍 신호가 사용될 수도 있다.

인터페이스(예, 전송 데이터의 처리시에)를 소유한 허브 링크 에이전트가, 요구 신호를 표명-해제(de-asserting)함으

로써, 그 인터페이스의 제어를 해제한 경우, 패킷 전송의 종결(end)이 발생한다. 추가로, 일실시에에서, 패킷을 연결

해제 또는 재시도하기 위해 STOP 신호를 사용함으로써, 흐름 제어가 역시 달성된다.

패킷 정의

허브 링크의 일실시예에서, 데이터는 허브 링크 클럭(HLCK)의 다수의 비율(예, 1x, 4x, 8x)로 전송되는데, 일실시예

에서는 허브 링크에 의해 결합된 허브 에 이전트에 의해 공유된 공통 클럭이다. 데이터는 허브 링크의 데이터 신호 경

로(PD)를 통해 송신되는데, 이것은 2개의 전력(예, 8, 16, 24, 36)의 "인터페이스 폭"을 가진다. 결과적으로, 허브 링

크는, 데이터 신호 경로의 전송 속도 및 폭에 의존하는, 가변 데이터 전송 과립성(granularity)(즉, 전송 폭)을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 4x 모드인 8-비트 인터페이스 폭의 경우, 전송 폭은 HLCK 당 32비트가 된다. 결과적으로, 데이터 

신호 경로의 전송 속도 및/또는 인터페이스 폭을 변화시킴으로써, 전송 폭(즉, HLCK 당 전송되는 바이트 수)이 스케

일링 될 수 있다.

추가로, 일실시예에서, 패킷이 전송 폭보다 클 수 있다. 결과적으로, 패킷은 다수의 섹션(즉, 패킷 폭)으로 전송된다. 

일실시에에서, 패킷은 더블-워드(32비트) 사이즈인 패킷 폭으로 분할된다.

32비트 전송 폭의 경우, 표2에 도시된 바와 같이, 패킷 폭의 바이트는 최하위(least significant) 바이트(바이트0)로 

시작하고 최상위(most significant) 바이트(바이트3)로 끝나는 인터페이스 상에 나타난다. 64비트 전송 폭(예, 4x 모

드인 16비트 폭의 인터페이스)의 경우, 하위 더블-워드(less significant double-word)(패킷 폭)는 보다 낮은 바이트

의 데이터 신호(예, PD[0:7]) 상에 전송되고, 상위 더블-워드는 보다 높은 바이트의 데이터 신호(예, PD[15:8]) 상에

병렬로 전송된다. 이 두가지 예는 아래의 표2에 도시되어 있다.

표2 - 8 및 16 비트 인터페이스 폭에 대한 바이트 트랜잭션 배열

허브 링크 인터페이스의 프로토콜 계층은 또한 데이터를 프레이밍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허브 링크에 의해 구현되는 

프레이밍 규칙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패킷 폭을 전송 폭의 세트 상으로 매핑시키는 방법을 정의한다. 패킷을 패킷 폭

으로 간단히 분해하기 위해, 허브 링크의 일실시예에서는, 다음의 3가지 프레이밍 규칙이 구현된다: 즉, 패킷의 헤더 

섹션은 전송 폭의 제1 바이트 상에서 시작한다; 패킷의 데이터 섹션(존재한다면)은 전송 폭의 제1 바이트 상에서 시

작한다; 및 하나의 패킷은 전송 폭의 적분 수(integral number)를 차지한다.

패킷에 의해 소비되지 않은 가용한 전송 폭은 위조 더블 워드(DW) 전송으로 채워질 수 있고, 수신 허브 에이전트에 

의해 무시될 것이다. 대안의 실시예에서는, 보다 많거나, 적거나 및/또는 상이한 프레이밍 규칙이, 본 발명의 범위 내

에서, 허브 링크에 의해 사용될 수 있다.

아래의 표3 및 표4는 64비트 전송 폭의 경우에 대해 위에서 제시된 프레이밍 규칙의 예를 도시하고 있다.

표3 - 32비트 어드레싱을 이용하고, 3개의 더블-워드 데이터를 포함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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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 64비트 어드레싱을 이용하고, 3개의 더블-워드 데이터를 포함한 요구

요구 패킷(Request Packets)

일실시예에 따른 요구 패킷에 대한 패킷 헤더 포맷이 아래의 표5 및 표6에 도시되어 있다. 표5 및 표6에 도시된 예에

서, 기본 헤더(base header)는 1 더블-워드인데, 32비트 어드레싱에 대해서는 하나의 부가적인 더블-워드가 요구되

고, 64비트 어드레싱 모드에 대해서는 2개의 부가적인 더블-워드가 요구된다. 표5 및 표6에 도시된 바와 같이, 헤더

의 필드는 아래의 표에서 설명된다.

허브 링크의 대안의 실시예에서, 요구 패킷의 헤더에 포함된 필드는, 본 발명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변경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헤더는 아래에 도시된 필드를 대신하여, 추가의 필드, 보다 적은 필드, 또는 상이한 필드를 포함할 수

있다. 또한, 필드의 인코딩도 역시 본 발명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변경될 수 있다.

표5 - 32비트 어드레싱에 대한 요구 패킷 헤더 포맷

표6 - 64비트 어드레싱에 대한 요구 패킷 헤더 포맷

ransaction Descriptor : 앞서 기술된 바와 같이 트랜잭션 디스크립터 라우팅 및 중재 필드.

rp/cp 이 위치에서 요구 패킷은 '0'으로 식별되고, 완료 패킷은 '1'로 식별됨.

cr : 요구된 완료('1') 또는 요구되지 않는 완료('0').

r/w : 판독('0') 또는 기록('1'). 이 필드는 데이터가 완료(판독) 또는 요구(기록)로 포함되는지를 나타냄.

Address Format(af) : 어드레싱 포맷은 암시적('0') 또는 32/64 비트('1') 중의 하나임.

Lock(lk) : 요구가 로킹된 시퀀스의 일부임을 나타내는 플래그. 로킹된 시퀀스 내의 요구 및 완료는 이 비트 세트를 

가짐. 로크를 이해하지 못하는 허브 에이전트는 이 플래그를 무시하고 이 필드를 '0'으로 채움.

Data Length : 데이터 길이는 더블-워드로 주어지고, 표현된 더블-워드 수는 이 수에 더한 것이 되도록 인코딩됨. 따

라서, "000000"은 1개의 더블-워드를 표현함.

Space : 이 필드는 요구에 대한 목적지 공간 타입을 선택함. 일실시예에서, 가능한 목적지 공간은 메모리("00") 및 IO(

"01")를 포함함.

1st DW BE : 메모리 또는 IO로의 판독 또는 기록 요구의 최초 더블-워드에 대한 바이트 인에이블. 바이트 인에이블

은 액티브 로우임. 요구에 대해 단지 1개의 더블-워드만이 존재하는 경우, 이 바이트 인에이블 필드가 사용됨. 일실시

예에서, 바이트가 인에이블되지 않은 메모리 또는 IO 판독 또는 기록 요구를 이슈하는 것은 비합법적임.

Last DW BE : 판독 또는 기록 요구의 최종 더블-워드에 대한 바이트 인에이블. 바이트 인에이블은 액티브 로우임. 

요구에 대해 단지 1개의 더블-워드만이 존재하는 경우, 이 필드는 인액티브("1111")되어야 함. 바이트 인에이블은 인

접하지 않을 수 있음(예, "0101"). 이 필드는 "Special Cycle Encoding" 필드를 오버랩한 후로 특정 사이클로 사용되

지 않음.

Addr[31:2] : 동일한 타입의 사이클에 대한 PCI 상에 있음에 따라 32비트 어드레스가 생성됨. 이 더블-워드는 32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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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비트 어드레싱 모드(암시된 어드레싱 모드에 대한 것이 아니라)에 대해 포함됨.

Extended Address(ea) : 32비트 어드레싱('0') 또는 64비트 어드레싱('1')을 나타냄.

Config Type(ct) : 오직 구성 사이클 동안에, 이 비트는 Type 0('0') 또는 Type 1('1') 구성 사이클을 나타내는데 사

용됨. 구성 사이클이 항상 32비트 어드레싱으로 수행되기 때문에, 이 비트는 "Extended Address" 비트로 오버랩됨.

Addr[63:32] : 64비트 어드레싱 모드에 대한 상위 어드레스 비트. 이 더블-워드는 64비트 어드레싱 모드에 대해 포

함됨.

완료 패킷(Completion Packets)

일실시예에 따른 완료 패킷에 대한 헤더 포맷이 아래의 표7에 도시되어 있다. 일실시예에서, 헤더는 1개의 더블-워드

이다. 표8에 도시된 바와 같이, 헤더의 필드는 다음의 표에서 설명된다.

그러나, 허브 링크의 대안의 실시예에서, 완료 패킷에 대한 헤더에 포함된 필드는 본 발명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변경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헤더는 아래에 도시되고 설명되는 필드를 대신하여, 추가적인 필드, 보다 적은 필드 또

는 상이한 필드를 포함할 수 있다. 또한, 필드의 인코딩도 역시 본 발명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변경될 수 있다.

표7 - 완료 패킷 헤더 포맷

Transaction Descriptor : 트랜잭션 섹션에서 앞서 기술된 바와 같이 트랜잭션 디스크립터 라우팅 및 중재 필드.

rp/cp : 이 위치에서 완료 패킷은 '1'로 식별됨.

r/w : 판독('0') 또는 기록('1'). 이 필드는 데이터가 완료(판독) 또는 요구(기록)로 포함되는지를 나타냄.

Lock(lk) : 완료가 로킹된 시퀀스의 일부임을 나타내는 플래그. 로킹된 시퀀스 내의 요구 및 완료는 이 비트 세트를 

가짐. 로크를 이해하지 못하는 허브 에이전트는 이 플래그를 무시하고 이 필드를 '0'으로 채움.

Data Length : 데이터 길이는 더블-워드로 주어지고, 표현된 더블-워드 수는 이 수에 더한 것이 되도록 인코딩됨. 따

라서, "000000"은 1개의 더블-워드를 표현함.

Completion Status : 사전정의를 이용하여 완료 상태를 나타냄.

Reserved : 모든 비축된 비트들은 '0'으로 설정됨.

허브 링크의 일실시예에서, 메모리 판독에 대한 완료는, 전체 요구가 최종 완료될 때까지 요구된 데이터의 완전한 양

보다 적게 제공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메모리 기록에 대한 완료는 완료된 전체 요구보다 적게 나타날 수 있다. 이것

은 특정 플랫폼에 대한 특정 허브 링크 인터페이스의 대기시간 요구조건을 만족사키도록 수행될 수 있다.

추가로, 완료를 필요로하는 요구에 대해, 일실시예에서, 개시자(initiator)는, 개시 허브 에이전트의 버퍼에 저장될 수 

있는, 요구에 대한 정보를 보유한다. 예를 들어, 이 정보는 트랜잭션 디스크립터, 패킷 사이즈, 로크 상태, 라우팅 정보

등을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완료를 수신한 경우, 개시자는 그 완료를 대응 요구와 매칭시킨다. 다수의 완료의 경우에, 

개시자는 본래의 요구가 완전히 완료될 때까지, 본래 요구에 대해 완료된 데이터의 카운트를 누적한다.

인터페이스 중재 및 패킷 프레이밍

허브 링크 인터페이스의 일실시예에서, 인터페이스가 유휴상태(idle)인 경우, 인터페이스에 연결된 허브 에이전트로

부터의 요구의 표명(assertion)은 중재 이벤트로 고려된다. 요구한 제1 에이전트가 인터페이스의 소유권을 얻는다. 

허브 링크가 유휴상태일 때 에이전트들이 동시에 소유권을 소유한 경우, 최근 최소 제공된(least recently serviced) 

허브 에이전트가 획득하게 된다. 일실시예에서, 모든 허브 에이전트는 최근 최소 제공된 상태(예, 내부 레지스터의 상

태 플래그를 통해)를 추적한다. 대안의 실시예에서는, 대안적인 중재 루틴이 본 발명의 범위 내에서 사용될 수 있다.

일단 허브 에이전트가 인터페이스의 소유권을 획득하면, 트랜잭션이 완료되거나 또는 허가된 시간 대역폭이 만료될 

때까지, 인터페이스를 소유하도록 지속된다. 예를 들어, 일실시예에서는, 대역폭 할당을 제어하고 에이전트의 인터페

이스 소유권 보유기간을 제한하기 위해 각 허브 에이전트에 타임슬라이스 카운터(timeslice counter)가 제공된다. 허

브 에이전트에 분배된 시간(즉, 타임슬라이스 값)은 동일한 인터페이스에 부속된 허브 링크 에이전트에 대해 동일하

거나 또는 상이할 수 있다. 타임슬라이스 카운터는 인터페이스의 소유권을 획득함과 동시에 시작되어, 허브 링크 기본

클럭 주기를 카운트한다.

일실시예에서, 각 허브 에이전트는 그들 자신의 타임슬라이스 할당을 책임진다. 이에 따라, 일실시예에서, 타임슬라이

스 값은 각 허브 에이전트에서의 각 인터페이스에 대한 허브 링크 커맨드 레지스터를 통해 프로그램될 수 있다.

도5는 허브 에이전트 A 및 에이전트 B 간의 허브링크 인터페이스에 대한 허브 링크 인터페이스 및 두 패킷의 전송에 

대한 중재의 일례를 도시하고 있다. 이 예는 유후 인터페이스 상태로부터의 중재를 도시하고 있으며, 이 인터페이스는

그 후에 유휴상태로 리턴된다. 또한, 도시된 예에서, 인터페이스는 8비트 데이터 신호(PD) 경로를 가진 4x 데이터 전

송 모드를 사용한다. 도5에 도시된 예에서, 에이전트 A는 최근 최다 사용된(most recently serviced : MRS) 에이전

트이다. 결과 적으로, 에이전트 A는 외부 요구 신호(RQA)를 표명하고, 동일한 에지로부터 패킷 전송이 시작되기 전에

클럭 에지 1(인액티브인 것으로 도시된)에 대해 에이전트 B의 요구 신호(RQB)의 상태를 샘플링한다.

일실시예에서, 전송된 데이터(즉, 에이전트 A로부터의 데이터)가 수신기(즉, 에이전트 B)에서 내부적으로 이용가능하

기 전에, 클럭 에지 3에서 시작하는 2 클럭 지연이 존재한다. 제1 패킷은 2개의 더블 워드(502, 504)로 구성되고, 4x 

모드로 송신하기 위해 2개의 기본 클럭을 필요로한다. 제2 패킷은 3개의 더블-워드(506, 508, 510)이고, 따라서 4x 

모드에서 3개의 기본 클럭을 필요로한다.

흐름 제어(Flow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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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실시예에서, 패킷은 요구 큐 공간, 데이터 버퍼 공간의 부족 또는 다른 이유로 인해 수신 에이전트에 의해 재시도되

거나 연결해제될 수 있다. 일실시예에서, 흐름 제어는 정지 신호(STOP)를 이용하여 달성된다.

도6은 STOP 신호 사용의 일례를 도시하고 있다. 도시된 바와 같이, 에이전트 A는 외부 요구 신호(RQA)를 표명하고,

동일한 에지(예, 클럭 에지 1)로부터 패킷 전송이 시작되기 전에 클럭 에지 1(인액티브인 것으로 도시된)에 대해 에이

전트 B의 요구 신호(RQB)의 상태를 샘플링한다.

2 클럭 지연 후에, 에이전트 A로부터 전송된 데이터는, 클럭 에지 3에서 시작하는 에이전트 B에서의 수신기에서 내

부적으로 이용가능하다. 일실시예에서, 에이전트 A로부터 전송된 데이터의 수신 후에, 도6에 도시된 바와 같이, 클럭 

에지 4 에서 STOP 신호를 표명함으로써, 에이전트 B가 흐름 제어를 수행하게 되는 첫번째 기회가 있다.

추가로, PD 신호의 소유권이 하나의 허브 에이전트로부터 다른 허브 에이전트로 변경되면, STOP 신호의 소유권도 

역시 소정 수의 클럭을 따르도록 변경될 수 있다. 또한, 일실시예에서, STOP 신호는 패킷 폭의 최종 전송에 응답하는

기본 클럭에 대해 샘플링된다. 예를 들어, 4x 모드(8비트 폭 PD 신호를 이용한)에서, STOP 신호는 각각 기본 클럭으

로 샘플링된다. 그러나, 1x 모드에 대해, STOP 신호는 각각 1/4 클럭으로 샘플링된다(트랜잭션의 시작점이 기준점으

로 사용됨).

STOP 신호의 수신 후에, STOP 신호를 수신한 허브 에이전트는 추가적인 패킷 전송을 재시도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도7은 일실시예에 따라, STOP 신호의 수신 후에, 패킷 전송을 재시도할 것인지의 판단시에 허브 에이전트에 의해 수

행되는 단계를 도시한 순서도이다.

단계(702)에서, 현재 패킷을 송신하고 있는 허브 에이전트가 STOP 신호를 수신한다. 이에 응답하여, 단계(704)에서,

STOP 신호를 수신한 허브 에이전트는, 다른 허브 에이전트의 요구 신호(예, RQB)를 샘플링함으로써, 다른 에이전트

(STOP 신호가 활성화된)가 인터페이스의 소유권을 요구하는지를 판단한다.

STOP 신호의 수신측에서, STOP 신호를 전송한 에이전트가 인터페이스의 소유권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한 경

우, 단계(706)에서, 현재 인터페이스의 소유자가 STOP으로부터 복구 후에 패킷 전송을 시도할 것이다. 한편, STOP 

신호가 활성화된 에이전트가 소유권을 요구하는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단계(708)에서, 현재 의 소유자는 자신의 

타임슬라이스가 만료되었는지를 판단한다.

현재 인터페이스 소유자에 대한 타임슬라이스가 만료된 경우, 단계(710)에서, 현재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해제한다. 

현재 인터페이스 소유자에 대한 타임슬라이스가 만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재 소유자는 중단된 패킷과는 상이한 속

성을 가진 패킷을 전송할 수 있다. 보다 상세히 말하면, 단계(712)에서, 현재 소유자는, 전송되어야 하는 패킷이 현재

의 중재 세션(즉, 현재 소유자의 보유 주기)에서 재시도된 패킷과는 상이한 속성 타입을 가진 패킷인지를 판단한다.

현재 소유자가 상이한 속성을 가진 패킷을 가지지 않은 경우, 단계(714)에서, 현재 소유자는 그 패킷의 전송을 시도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현재의 소유자는 인터페이스의 소유권을 해제한다.

물리적 인터페이스(PHYSICAL INTERFACE)

일실시예에서, 허브 링크 인터페이스는 66MHz 또는 100MHz의 기본 주파수로 동작하는 물리적 인터페이스를 구현

한다. 그러나, 다른 주파수가 사용될 수도 있다. 추가로, 일실시예에서, 물리적 인터페이스는 4x의 기본 허브 링크 클

럭으로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 쿼드-클러킹될(quad-clocked) 수 있는 소스 동기(source synchronous : SS) 데이

터 전송 기법을 사용한다. 결과적으로, 66MHz 또는 100MHz의 기본 주파수로 동작하는 8-비트 데이터 인터페이스(

예, PD)를 가지는 실시예에서, 각각 초당 266 메가바이트(266MB/s) 또는 400MB/s인 대역폭이 달성될 수 있다.

또한, 일실시예에서, 허브 링크 인터페이스는 1.8V의 전압 동작을 지원하고, CMOS 시그널링에 기반한다. 그러나, 대

안의 실시예에서, 인터페이스는, 본 발명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가변 대역폭을 제공하고 대안의 동작 전압을 

지원하기 위해, 대안적인 신호 처리에 기반한, 대안적 주파수 및/또는 대안적인 사이즈의 데이터 인터페이스로 동작할

수 있다.

외부 신호 정의(External Signals Definition)

도8은 일실시예에 따른 2개의 허브 에이전트 간에 허브 링크의 물리적인 신호 인터페이스를 도시하고 있다. 도8에 도

시된 바와 같이, 허브 링크 물리적인 인터페이스는 데이터 클럭킹을 위해 상이한 쌍의 소스 동기 스트로브 신호(PST

RBN, PSTRBP)를 갖는 양방향 8비트 데이터 버스(PD [7:0])를 사용한다. 대안의 실시예에서, 인터페이스는 확장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도8에 도시된 바와 같이, 추가적인 8비트 데이터 버스(PD [15:8])가 소스 동기 스트로브 신호 쌍

에 추가적인 쌍과 함께 사용될 수도 있다. 또한, 대안의 실시예에서는, 단방향 데이터 신호가 사용될 수 있다.

추가로, 단방향 중재 신호는 각 에이전트를 다른 에이전트(RQa, RQb)로 연결하고, 앞서 기술된 바와 같이, 데이터 흐

름을 제어하기 위해 수신 에이전트에 의해 양방향 STOP 신호가 사용된다. 추가적인 인터페이스 신호는 시스템 리셋(

Reset), 공통 클럭(HLCLK) 및 전압 기준 신호(HLVREF)를 포함한다. 또한, 제조 및 온도 변화를 보상하기 위해, 드

라이버 출력 임피던스를 적합한 값으로 매칭하는 각 허브 에이전트에 대한 신호(ZCOMP)가 포함될 수도 있다.

도8에 도시된 인터페이스에서의 물리적 신호가 아래의 표8에서 더 설명된다. 허브 링크의 대안의 실시예에서, 물리적

인터페이스에 포함된 신호는 본 발명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변경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물리적 인터페이스는,

도8에 도시되고, 아래의 표8에서 더 설명되는 신호로부터 변경된 보다 많거나, 보다 적거나 또는 상이한 신호를 포함

한다.

표8 - 8비트 에이전트에 대한 허브 링크 인터페이스 신호

이름
비트 (

패드)
타입

클럭 모

드
설명

PD[7:0] PST

RBP PSTRBN 

8 1 1 1

1 1 1 1

(1)ASTS A

STS ASTS

(2)SS S

S SS (3)

패킷 데이터 핀, 일실시예에서, 유휴 상태일 때, 데이터 인터페이스

는 액티브 지지자에 의해 구동된 최종 전압값으로 홀드됨. 네거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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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Qa RQb STO

P HLCLK RES

ET# HLVREF 

HLZCOMP VC

CHL VSSHL T

otal

1 1 4 4

25

I/O I/O AS

TS I I I I/O

power gro

und

CC CC 

CC N/A

CC N/A

N/A N/

A N/A

브 PD 인터페이스 스트로브(디폴트 전압 레벨=VSSHL) 및 포지티

브 PD 인터페이스 스트로브(유휴 전압 레벨=VCCHL)는 PD[7:0] 

인터페이스에 대해 4x 및 1x 데이터 전송을 위한 타이밍을 제공함.

데이터를 제공하는 에이전트는 이 신호를 구동함. PSTRBN 및 PS

TRBP는 수신기에서 완전히 다르게 센싱되어야 함. 포지티브 PD 

인터페이스 스트로브, 위에 설명된 PSTRBP 참조. 허브 링크 인터

페이스의 소유권을 획득하기 위한 에이전트 A로부터의(A에서 출

력되고, B로 입력됨) 액티브-하이 요구. RQa는 에이전트 A가 전송

가능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표명되고, 에이전트 A의 모든

데이터가 전송되었거나 또는 에이전트 A가 인터페이스를 해제한 

것으로 판단한 경우에 표명해제됨. 리셋 전압값은 VSSHL임. 에이

전트 B(B에서 출력되고, A로 입력됨)로부터의 요구. 위에 설명된 

RQa 참조. 패킷을 재시도 또는 연결해제하기 위해 사용된 파이프

라인 흐름 제어. 허브 링크 기본 클럭, 일실시예에서는 66MHz 또

는 100MHz 중의 하나임. 이것은 공통 클럭 신호(이하에 더 설명됨

)에 대한 타이밍 정보를 제공함. (4)허브 링크 에이전트에 대한 액

티브-로우 리셋 지시. 차동 입력에 대한 전압 기준(VCCHL/2). 일

실시예에서, 이 전압은 전압 분배기를 통해 머더보드 상에 생성됨. 

공급 임피던스 보상 1.8V

(1)ASTS = Actively Sustained Tri-State.

(2)SS = Source Synchronous Mode Signal

(3)CC = Common Clock Mode Signal

(4)일실시예에서, Reset은 시스템-와이드 신호이다; 이것은 시스템의 하나이 구성요소로부터 출력되어, 다른 구성요

소로 입력된다. 또한 Reset은 HLCLK에 대해 비동기적이다.

공통 클럭 전송 모드 동작(Common Clock Transfer Mode Operation)

일실시예에서는, 허브 링크 인터페이스를 통해 전송된 많은 신호들이 공통 클럭 모드에 따라 전송된다. 보다 상세히 

말하면, 공통 클럭 모드를 통해 전송되는 신호의 타이밍은 단일 클럭(예, 허브 링크 클럭)에 참조된다. 대안의 실시예

에서, 신호는 허브 링크 에이전트의 외부의 시스템 클럭에 연결될 수 있다. 또한, 시스템 내에 하나 이상의 허브 링크 

세그먼트가 존재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상이한 기본 클럭이 상이한 세그먼트에 대해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하

나의 구성요소가 66MHz 기본 허브 링크 인터페이스와 100MHz 기본 허브 링크 인터페이스를 모두 구현할 수 있다.

소스 동기 전송 모드 동작(Source Synchronous Transfer Mode Operation)

일실시예에서, 패킷/데이터는 소스 동기 클럭 모드를 이용하여 전송되는데, 이것은 데이터의 데이터 전송 속도를 배

가시키기 위한 기법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8비트 데이터 신호 경로로 4x 소스 동기 클러킹 모드를 이용하는 실시예

에서, 더블-워드(즉, 4바이트)의 전송은 단지 하나의 허브 링크 클럭 사이클(HLCK)을 필요로한다. 대안적으로, 8비

트 데이터 신호 경로로 1x 소스 동기 클러킹 모드를 이용하여 더블-워드를 전송하는 것은 완료를 위해 완전한 허브 

링크 클럭 사이클을 필요로 한다.

보다 상세히 말하면, 소스 동기 전송의 일실시예에서, 스트로브(예, PSTRBN/PSTRBP)는 스트로브와 데이터 간의 

소정의 타이밍 관계에 따른 데이터 전송으로 송신된다. 그후에, 이 스트로브는 데이터를 수신 허브 에이전트로 래치

하기 위해 수신 허브 에이전트에 의해 사용된다.

보다 상세히 말하면, 일실시예에서, 스트로브(PSTRBP/PSTRBN)의 에지는, 데이터 신호 경로를 통해 전송되고 있는

데이터의 존재 및 타이밍을 식별하기 위해, 수신 허브 에이전트에 의해 사용된다. 예를 들어, 도9의 타이밍도에 도시

된 바와 같이, 일실시예에서, 제1 데이터 전송은 PSTRBP의 상승 에지 및 PSTRBN의 하강 에지에 대응된다. 제2 데

이터 전송은 PSTRBN의 상승 에지 및 PSTRBP의 하강 에지에 대응된다.

추가로, 일실시예에서, 도9에 도시된 바와 같이, 스트로브(PSTRBP/PSTRBN)의 전송 에지는 데이터 유효 윈도우의 

중심 근처에 위치된다. 결과적으로, 수신 에이전트는 다양한 시스템 타이밍 스큐를 수용하기 위해 입력 데이터 샘플링

윈도우가 주어진다. 또한, 일실시예에서, 스트로브 에지 이전에 유효한 최소 데이터(tDvb) 및 스트로브 에지 이후에 

유효한 최소 데이터(tDva)는 전송되는 데이터를 식별 및 래치하기 위해 수신 허브 에이전트에 의해 사용될 수도 있다.

수신 허브 에이전트가 입력되는 데이터를 래치하면, 데이터는 그 후에, 허브 에이전트에 패스되기 전에 허브 링크 클

럭(HLCK)에 재동기되도록 짧은 주기 동안 홀드된다.

앞의 명세서에서 본 발명은 특정한 예시적인 실시예를 참조하여 설명되었다. 그러나, 본 발명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다양한 수정 및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할 것이다. 예를 들면, 일실시예에 따른 허브 링크 인터페이스는

, 도10에 도시된 바와 같이, 다수의 프로세서를 구비한 컴퓨터 시스템으로 구현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명세서 및 도면

은 한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예시적인 의미로 간주되어야한다.

(57) 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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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컴퓨터 시스템 내의 제1 허브와 제2 허브 간에 직접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인터페이스에 있어서,

스플릿 트랜잭션에 의하여 패킷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데이터 신호 경로; 및

일련의 커맨드 신호 - 여기서, 상기 인터페이스는 상기 인터페이스에 직접 연결된 외부 버스를 제외하고, 상기 제1 허

브와 제2 허브 간에 포인트-투-포인트 연결(point-to-point connection)을 제공함 -

를 포함하는 인터페이스.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컴퓨터 시스템 내의 상기 제1 및 제2 허브는 하나의 칩셋 내의 구성요소들인

인터페이스.

청구항 3.
삭제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인터페이스의 소유권에 대한 중재(arbitration)에 이어, 제1 트랜잭션이 요구 패킷(request packet)을 이용하여 

상기 인터페이스 상에서 개시되는

인터페이스.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요구 패킷은 트랜잭션 디스크립터(transaction descriptor)를 포함하는

인터페이스.

청구항 6.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제1 트랜잭션의 상기 요구 패킷에 응답하여, 완료 패킷(completion packet)이 상기 인터페이스 상에 전송되는

인터페이스.

청구항 7.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요구 패킷은 트랜잭션 디스크립터를 포함하고, 상기 완료 패킷은 대응하는 트랜잭션 디스크립터를 포함하는

인터페이스.

청구항 8.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제1 트랜잭션의 요구 패킷에 응답하여 상기 완료 패킷을 전송하기 전에, 제2 트랜잭션을 위한 요구 패킷이 상기 

인터페이스를 통해 전송될 수 있는

인터페이스.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제1 허브는 프로세서와 메모리 장치를 상호연결하기 위한 메모리 제어기 허브인

인터페이스.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제2 허브는 컴퓨터 시스템 내의 주변 구성요소들을 상호연결하기 위한 입력/출력(I/O) 허브인

인터페이스.

청구항 11.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신호 경로는 스케일링 가능한(scalable)

인터페이스.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소스 동기 클럭 모드에 의하여 상기 데이터 신호 경로를 통해 패킷이 전송되는

인터페이스.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인터페이스는 일련의 양방향 데이터 신호, 제1 및 제2 소스 동기 스트로브 신호, 단방향 중재 신호 및 양방향 정

지 신호를 포함하는

인터페이스.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인터페이스는 시스템 리셋 신호, 공통 클럭 신호 및 전압 기준 신호를 더 포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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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페이스.

청구항 15.
제7항에 있어서,

상기 트랜잭션 디스크립터는 적어도 3개의 허브들 간의 다수의 인터페이스의 계층(hierarchy) 내에서 개별의 허브들

을 식별하는

인터페이스.

청구항 16.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요구 패킷은 각각의 요구 패킷에 응답하여 완료 패킷이 필요한지를 나타내는 필드를 포함하는

인터페이스.

청구항 17.
제4항에 있어서,

상기 허브들 간의 중재는 대칭적이고 분포적인

인터페이스.

청구항 18.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인터페이스의 소유권은 소정량의 시간까지 하나의 허브에 할당되는

인터페이스.

청구항 19.
컴퓨터 시스템 내의 제1 허브와 제2 허브 간에 직접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인터페이스에 있어서,

스플릿 트랜잭션에 의하여 패킷으로 상기 제1 허브와 상기 제2 허브 간에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제1 수단; 및

커맨드 신호를 전송하기 위한 제2 수단 - 여기서, 상기 인터페이스는 상기 인터페이스에 직접 연결된 외부 버스를 제

외하고, 상기 제1 허브 및 상기 제2 허브 간에 포인트-투-포인트 연결을 제공함 -

을 포함하는 인터페이스.

청구항 20.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컴퓨터 시스템 내의 상기 제1 및 제2 허브는 하나의 칩셋 내의 구성요소들인

인터페이스.

청구항 21.
삭제

청구항 22.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인터페이스는 요구 패킷을 이용하여 상기 인터페이스 상에서 제1 트랜잭션을 개시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는

인터페이스.

청구항 23.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요구 패킷은 트랜잭션 디스크립터를 포함하는

인터페이스.

청구항 24.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인터페이스는 상기 제1 트랜잭션의 상기 요구 패킷에 응답하여 완료 패킷을 제공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는

인터페이스.

청구항 25.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요구 패킷은 트랜잭션 디스크립터를 포함하고, 상기 완료 패킷은 대응하는 트랜잭션 디스크립터를 포함하는

인터페이스.

청구항 26.
제24항에 있어서,

상기 인터페이스는, 상기 제1 트랜잭션의 요구 패킷에 응답하여 상기 완료 패킷을 전송하기 전에, 상기 인터페이스를 

통해 제2 트랜잭션을 위한 요구 패킷을 전송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는

인터페이스.

청구항 27.
제26항에 있어서,

상기 제1 허브는 프로세서와 메모리 장치를 상호연결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는 메모리 제어기 허브인

인터페이스.

청구항 28.
제27항에 있어서,

상기 제2 허브는 컴퓨터 시스템 내의 주변 구성요소들을 상호연결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는 입력/출력(I/O) 허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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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페이스.

청구항 29.
제19항에 있어서,

스플릿 트랜잭션에 의하여 패킷으로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상기 제1 수단은 데이터 신호 경로를 스케일링하기 위

한 수단을 더 포함하는

인터페이스.

청구항 30.
제26항에 있어서,

상기 인터페이스는 소스 동기 클럭 모드에 의하여 상기 데이터 신호 경로를 통해 패킷을 전송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

하는

인터페이스.

청구항 31.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트랜잭션 디스크립터는 적어도 3개의 허브들 간의 다수의 인터페이스의 계층 내에서 개별의 허브들을 식별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는

인터페이스.

청구항 32.
제24항에 있어서,

상기 요구 패킷은 각각의 요구 패킷에 응답하여 완료 패킷이 필요한지를 나타내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는

인터페이스.

청구항 33.
제32항에 있어서,

상기 인터페이스는 상기 인터페이스의 소유권에 대해 상기 허브들 사이를 중재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는

인터페이스.

청구항 34.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인터페이스는 상기 인터페이스의 소유권을 소정량의 시간까지 상기 허브들 중의 하나에 할당하기 위한 수단을 

더 포함하는

인터페이스.

청구항 35.
컴퓨터 시스템 내의 제1 허브와 제2 허브 간에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인터페이스에 있어서,

일련의 데이터 신호 및 한 쌍의 소스 동기 스트로브 신호 - 여기서, 상기 데이터 신호는 스플릿 트랜잭션에 의하여 패

킷으로 데이터를 전송하고, 상기 패킷은 요구 패킷 및 완료 패킷을 포함하고, 상기 요구 패캣은 트랜잭션 디스크립터

를 포함함 -; 및

단방향 중재 신호 및 공통 클럭 신호를 포함하는 일련의 커맨드 신호 - 여기서, 상기 인터페이스는 상기 인터페이스에

직접 연결된 외부 버스를 제외하고, 상기 제1 허브 및 상기 제2 허브 간에 포인트-투-포인트 연결을 제공함 -

를 포함하는 인터페이스.

청구항 36.
삭제

청구항 37.
컴퓨터 시스템 내의 칩셋의 메모리 제어기 허브와 입력/출력(I/O) 허브 간에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인터페이스에 

있어서,

양방향 데이터 신호 경로 및 한쌍의 소스 동기 스트로브 신호 - 여기서, 상기 데이터 신호 경로는 스플릿 트랜잭션에 

의하여 패킷으로 데이터를 전송하고, 상기 패킷은 요구 패킷 및 완료 패킷을 포함하고, 상기 요구 패킷은 트랜잭션 디

스크립터를 포함함 -; 및

단방향 중재 신호, 양방향 정지 신호, 시스템 리셋 신호, 공통 클럭 신호 및 전압 기준 신호를 포함하는 일련의 커맨드

신호

를 포함하는 인터페이스.

청구항 38.
제37항에 있어서,

상기 인터페이스는 상기 제1 허브와 상기 제2 허브 간에 포인트-투-포인트 연결을 제공하고, 상기 포인트-투-포인

트 연결에 직접 연결된 외부 버스는 제외되는

인터페이스.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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