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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내용 없음.

대표도

도1

명세서

[발명의 명칭]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 제어장치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DMA 제어장치가 사용된 데이터 처리장치의 블록도.

제2도는 제1도의 구성에 사용된 DMA 제어장치의 블록도.

제3도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인 DMA 제어장치의 블록도.

제4a도  내지  제4c도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시이퀀셜  디스크립터  체인  모우드(sequential 
descriptor chain mode)의 예를 나타내는 설명도.

제5a도  내지  제5c도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링크  디스크립터  체인  모우드(link  descriptor 
chain mode)의 예를 나타내는 설명도.

제6도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라 제공된 DMA 제어장치의 블록도.

제7도는 제6도의 실시예에 따른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블록도.

제8a도와 제8b도는 제6도의 실시예에서 시이퀀셜 스크립터 체인 모우드를 예시하는 흐름도.

제9a도와 제9b도는 제6도의 실시예에서 링크 디스크립터 체인 모우드를 예시하는 흐름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  제어장치에  관한  것으로,  특히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  전송에 
필요한  전송  정보(디스크립터)의  수와  형태를  정의하는  다수의  디스크립터  포맷(format)들을  갖는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 제어장치에 관한 것이다.

최근,  황상  데이터등의  데이터가  개인용  컴퓨터  및  워크  스테이션(work  station)등의  데이터 처리장
치와  디스크  장치등의  외부장치  사이에서  초고속,  대량으로  전송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대
량의 데이터가 시스템에 설치된 메모리들 사이에서 고속으로 전송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종래의  데이터  전송은  데이터  처리장치에  설치된  중앙처리장치(이하부터는  간단히  cpu로  칭함)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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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하에서  수행된다.  그러므로,  종래  데이터  전송의  비트  레이트(bit  rate)는  CPU의  처리속도에  의해 
좌우된다.  이러한  관점으로부터  데이터를  CPU의  처리속도보다  빠른  속도로  전송할  수는  없다. 더욱
이,  전송  데이터를  취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대량의  데이터를  전송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된
다.

상술된  관점으로부터,  CPU를  사용하지  않고  데이터를  데이터  처리장치와  외부장치  사이에서 전송하
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  전송이  사용된다.  지금부터,  다이렉트  메모리 엑세
스는  간단히  DMA라  칭한다.  DMA  전송은  대량의  데이터와  고속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DMA  전송에서  데이터는  DMA  전송에  필요한  정보인  디스크립터들에  따라서  전송된다. 디
스크립터  포맷은  소오스  어드레스,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  및  전송되는  데이터의  바이트  수와  같은 
DMA  전송에  필요한  디스크립터들의  수와  형태를  모두  정의한다.  그러나,  종래의  DMA  전송에서는 단
일  디스크립터  포맷이  정의된다.  다시  말하면,  모든  DMA  전송  동작들은  단일  디스크립터  포맷에 의
하여  제어된다.  DMA  전송으로는  여러  가지  형들이  제안되어  있다.  그  예로서는  레지스터  다이렉트 
모우드와  디스크립터  체인  모우드가  있으며,  디스크립터  체인  모우드는  시이퀀셜  디스크립터  체인 
모두드와  링크  디스크립터  체인  모우드로  더  분류된다.  디스크립터  포맷에  정의된  모든  정보는  DMA 
전송을  수행하는  데에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니다.  결과적으로,  대량의  메모리  용량을  갖는 디스크립
터들을 저장하는 것이 필요하며, 데이터 전송속도가 빠르지 않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일반적인  목적은  편리하고  유용한  다이렉트  메모리  엑세스  제어장치를 제공함
에 있다.

본  발명의  특정한  목적은  메모리  용량을  감소시키는  것이  가능한  다수의  디스크립터  포맷들을  갖는 
다이렉트 메모리 엑세스 제어장치를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  전송을  고속으로  할  수  있는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
스 제어장치를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상기  목적들은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에  의하여  데이터  전송을  제어하고  내부  버스를 갖
는  메모리와  시스템  버스와  내부  버스  사이의  데이터  교환을  제어하고  시스템  버스와  내부  버스에 
접속되는  데이터  제어수단과,  전송요구  신호를  수신하고  내부  버스에  접속되는  전송요청  제어수단과 
각각이  다이렉트  메모리  전송에  의해  데이터를  전송하는데  필요한  디스크립터들의  수와  형태를 정의
하는  복수개의  디스크립터  포맷들  중의  하나를  지시하는  코우드를  기록하는  레지스터를  포함하는 시
스템의  시스템  버스에  연결된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  제어장치에  의하여  성취될  수  있다.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  제어장치는  레지스터에  기록된  코우드에  의하여  선택된  디스크립터  포맷들  중의 하나
로  정의되는  디스크립터들을  기록하기  위한  레지스터  수단과,  레지스터  수단에  기록된  디스크립터 
포맷들  중에  선택된  하나로  정의된  디스크립터들에  따라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에  의해  데이터 전
송을  제어하고,  전송요청  제어수단을  통하여  고읍된  전송요청  신호에  의하여  활성화되는  제어수단을 
더 포함한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들,  특징들  및  장점들은  첨부된  도면들에  의거하여  지금부터  상세히  서술하는 
것에 의해 명백해질 것이다.

본  발명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일반적인  DMA  전송을  제1도에  의거해서  기술하기로  한다.  DMA 제어장
치는  마이크로컴퓨터,  개인용  컴퓨터  및  워크스테이션등의  데이터  처리  시스템의  일부이다.  DMA 전
송은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  설치된  메모리드의  장치들  또는  유니트  사이에서  데이터를  직접  전송할 
수  있게하거나  또는  디스크  장치  등의  외부  장치  또는  유니트와  시스템에  설치된  메모리  사이에서 
데이터를 직접 전송할 수 있게 한다. 상기 예중에 후자의 경우를 서술하기로 한다.

제1도에  있어서,  CPU(4)가  어드레스  버스(36)  제어  버스(37)  및  데이터  버스(38)를  독점  사용하여 
데이터를  처리한다고  가정한다.  데이터  전송요청이  입/출력포트(port)  1(이하에서  간단히  I/O 포트
라  칭함)에  발생할  때,  그  내부에서  발생된  요청신호(REQ)가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 제어장치(이하
에서는  간단히  DMA  제어장치로  칭함)(5)에  공급된다.  이어  DMA  제어장치(5)는  CPU(4)에  대해서 어드
레스  버스(36),  제어  버스(37)  및  데이터  버스(38)의  해제를  요청하기  위해  제어  버스(37)를  통하여 
홀드요청  신호(HOLD)를  CPU(4)에  공급한다.  홀드요청  신호(HOLD)가  수신되며,  CPU(4)는  홀드인식 신
호(HOLD  ACK)를  DMA  제어장치(5)에  전송한  다음,  버스  사용권을  DMA  제어장치(5)에  전송한다.  이에 
따라,  DMA  제어장치(5)는  어드레스  버스(36),  제어  버스(37)  및  데이터  버스(38)를  독점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DMA 전송을 수행할 수 있다.

DMA 제어장치(5)는 요청 응답신호(REQ ACK)를 I/O 포트 1에 전송한다.

제2도는  제1도에  도시된  DMA  제어장치(5)의  구성을  설명하는  블록도이다.  DMA  제어장치(5)는  데이터 
처리장치(이하에서  간단히  D장치라  칭함)(6),  전송요청  제어장치(이하에서  간단히  R장치로  칭함)(7) 
및  마이크로시이퀀스  제어장치(이하에서  간단히  M장치라  칭함(8)를  포함한다.  장치  D장치(6), R장치
(7),  및  M장치(8)는  내부  데이터  버스(3)와  내부  어드레스  버스(32)를  통하여  상호  연결된다. R장치
(7)에  CPU(4)의  I/O  포트(1)로부터의  요청신호(REQ)가  공급되면,  R장치(7)는  요청인식  신호(REQ 
ACK)를  I/O  포트(1)에  반송한다.  다음에  R장치(7)는  전송요청  신호(TREQ)를  D장치(6)와  M장치(8)에 
출력한다.  전송요청  신호(TREQ)를  D장치(6)와  M장치(8)에  출력한다.  전송요청  신호(TREQ)를 수신하
면,  M장치(8)는  적절한  DMA  전송에  필요한  제어정보(CDA)를  D장치(6)에  전송하며,  동시에 인식신호
(ACK)를  R장치(7)에  전송한다.  D장치(6)가  전송요청  신호(TREQ)를  수신하면,  그것은 홀드신호(HOL
D)를  CPU(4)에  공급한다.  홀드인식  선호(HOLD  ACK)가  D장치(6)에  입력되면,  D장치(6),  어드레스 버
스(36) 및 데이터 버스(38)를 통해서 적절한 DMA 전송이 시작된다.

일반적으로,  DMA  전송은  2가지  전송  모우드를  포함한다.  그중에  하나는  레지스터  다이렉트 모우드이
고,  다른  하나는  디스크립터  체인  모우드이다.  또한  디스크립터  체인  모우드는  시이퀀셜  디스크립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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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인  모우드와  링크  디스크립터  체인  모우드로  분류된다.  레지스터  다이렉트  모우드에서,  CPU  4는 
소오스  어드레스,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  및  바이트  카운트에  의한  정보(디스크립터)를  DMA 제어장
치(5)에  설치된  레지스터들에  직접  기록(WRITE)하며,  기록된  디스크립터들을  참조하므로서  DMA 전송
을  수행한다.  디스크립터  체인  모우드에서  DMA  제어장치(5)는  그것의  내부에  저장되고 마이크로코우
드들로  구성하는  마이크로프로그램에  따라  그것으로부터  독출되고  테이블의  형태로  메모리(2)(또는 
3)에  미리  저장되는  소오스  및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와  바이트  카운트를  상용하는  레지스터내에 기
록한다.  그  후에  데이터  전송을  행한다.  후자의  경우에,  1세트의  소오스  어드레스,  데스티네이션 어
드레스  및  바이트  카운트는  디스크립터  포맷(DF)으로  정의된다.  즉,  디스크립터  포맷은  설정된 3개
의 디스크립터들을 정의한다.

그러나,  종래의  DMA  전송에서는  단일  디스크립터  포맷이  고정되며,  그  안에  정의된  모든 디스크립터
들은  데이터의  한  블록이  전송될  때마다  참조된다.  그러므로,  메모리  2  또는  3은  전송되는  각 데이
터  블록에  대해  소오스  어드레스,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  및  바이트  카운트로  이루어진  모든 디스크
립터들을  저장하여야만  한다.  이것은  대량의  메모리  용량을  필요로  한다.  예를  들면,  메모리(2와 
3)사이에서  DMA  전송을  요청하는  요구가  발생하면,  소오스  어드레스,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  및 바
이트  카운트는  DMA  제어장치  5에  상응하는  내부의  레지스터들에  셋팅된다.  이  경우에,  두  버스 싸이
클은  소오스  어드레스와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를  어드레스  버스(36)에  출력하기  위해  필요하다. 이
러한  처리를  듀얼  전송(dual  transfer)이라  한다.  메모리들은  어드레스  정보에  의하여  관리된다. 한
편,  I/O  포트(1)와  메모리(2  또는  3)사이의  DMA  전송에서는  소오스  어드레스와  데스티네이션 어드레
스  중의  하나만으로도  DMA  전송을  이루는  것이  충분하다.  왜냐하면,  I/O  포트(1)가  어드레스  정보에 
의하여  관리되는  것이  아니라  요청  응답  신호(REQ  ACK)에  의하여  관리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소오스  및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들  중의  어느  하나는  I/O  포트(1)와  메모리(2  또는  3)  사이의  DMA 
전송을 위해서 불필요하다.

예를  들면,  데이터가  메모리  2  또는  3으로부터  I/O  포트(1)에  전송되는  DMA  전송에서,  데이터 버스
(38)상의  데이터는  소오스  어드레스와  바이트  카운트를  셋팅하므로서  I/O  포트(1)에  입력된다. 
한편,  데이터가  I/O  포트(1)로부터  메모리(2  또는  3)에  전송되는  DMA  전송에서,  버스(38)상의 데이
터는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와  바이트  카운트를  셋팅하므로서  메모리(2  또는  3)에  입력된다.  이 방
법에서,  하나의  버스  싸이클만으로  디스크립터를  어드레스  버스(36)에  출력하는  것이  충분하다. 이
러한  동작을  단일  전송으로  정의한다.  단일  전송에서는,  디스크립터  포맷(DF)가  단  하나이고, 고정
되기  때문에  요청된  DMA  전송  모우드에  대해  불필요한  디스크립터는  메모리(2  또는  3)에 저장되어야
만  한다.  결과적으로,  단일  전송  모우드는  디스크립터들을  표의  형태로  저장하기  위하여  메모리(2 
또는 3)에 할당된 메모리 영역을 낭비하기 때문에 비경제적이다.

더욱이,  모든  디스크립터들은  DMA  전송이  요청될  때마다  액세스되야만  하기  때문에  고속  DMA  전송을 
이루기가 어렵다.

본  발명은  종래  DMA  전송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제1실시예를 제3
도를 참조하여 서술하기로 한다.

제3도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제1실시예인  DMA  제어장치의  블록도이다.  제3도에서,  앞에서의 도면들
과  같은  부분들은  동일  참조번호를  부여하였다.  본  실시예는  각  DMA  전송의  초기에  행해지는  초기 
셋팅에  중요한  특징들을  갖는다.  초기  셋팅은  주로  M장치와  관련이  있다.  그러므로,  실시예에서 R장
치(7)와 D장치(6)는 상세히 서술하지 않기로 한다.

제3도에  있어서,  본  실시예의  DMA  제어장치  50은  디스크립터  포맷  레지스터  DFR(11)이  설치된 마이
크로시이퀀스  제어장치(M장치)(10)를  포함한다.  디스크립터  포맷  레지스터(11)는  전송  모우드 레지
스터들중의  하나이다.  디스크립터  포맷  레지스터(11)와  더불어,  전송  모우드  레지스터들은  단일 전
송과  듀얼  전송등의  DMA  전송  모우드를  나타내는  레지스터(도시되지  않았음)와  레지스터  다이렉트 
모우드와  디스크립터  체인  모우드  중의  하나를  나타내는  레지스터(도시되지  않았음)를  포함한다. 디
스크립터  포맷  레지스터(11)와  다른  레지스터들은  CPU(4)에  의하여  셋팅될  수  있다.  사용자들은 
CPU(4)를  통하여  적절한  값을  디스크립터  포맷  레지스터(11)에  미리  셋팅한다.  디스크립터  포맷 레
지스터는  선택되어져야만  하는  다수의  디스크립터  포맷들  중의  하나에  대한  정보를  저장한다.  본 실
시예는 3종류의 디스크립터 포맷이 준비되어 있으며, 그들은 2-비트 코우드로 표시한다.

표  1은  디스크립터  포맷  코우드와  DF의  값들과  디스크립터  포맷에  상응하는  내용들을  나타낸다. 후
에  상세히  서술되는  바와  같이  선택된  디스크립터  포맷으로  정의된  디스크립터들은  디스크립터  표가 
저장된  메모리로부터  독출된  디스크립터들은  DMA  전송을  시작하기  전에  CPU(4)에  의하여 메모리(2)
(또는 3)에 기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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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디스크립터  포맷  레지스터(11)에  기록된  데이터  또는  디스크립터  포맷  코우드(DF)는  셀렉터 프로그
램어블  로직  어레이  12(이하에서  간단히  셀렉터  PLA라  칭함)에  공급되며,  이것은  메트릭스  표를 형
성한다.  점프  코우드  JUMP(C)는  데이터  래치  소자(17)로부터  셀렉터  PLA(12)에  공급된다.  점프 코우
드  JUMP(C)를  수신하면,  셀렉터  PLA(12)는  디스크립터  포맷  레지스터(11)에  셋팅된  디스크립터 코우
드(DF)를  토대로  하여  판정을  행한다.  셀렉터(13)에는  상기  판정의  결과가  공급되며  또한 인크리멘
트  소자(14)로부터  공급된  출력신호,  맵핑(mapping)프로그램어블  로직  어레이(이하부터는  간단히 맵
핑  PLA라  칭함)  15로부터  공급된  출력신호  및  데이터  래치소자(17)로부터  공급된  점핑  어드레서 
JUMP(A)가  공급된다.  셀렉터(13)는  셀렉터  PLA(12)로부터  공급된  판정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입력신
호들  중의  하나를  선택하며,  어드레스  정보로서  선택된  신호를 마이크로-리이드-온리-메모리(이하부
터는  간단히  마이크로-ROM이라  칭함)(16)에  출력한다.  점프  어드레스  JUMP(A)는  하나의  정보이며, 
후에 상세히 서술할 것이다.

인크리멘트  소자(14)는  카운터이며,  예를  들면  그에  의하여  마이크로-ROM(16)에  관한  어드레서 정보
는  셀렉터(13)가  입력신호들  중의  하나를  선택할  때마다  1씩  증가한다.  마이크로-ROM(16)은  DMA 전
송의  초기  셋팅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저장한다.  마이크로-ROM(16)에  저장된  프로그램은  이하에서 간
단히  마이크로프로그램이라  칭한다.  마이크로프로그램의  진행은  셀렉터(13)의  출력신호에  따라 제어
된다.  마이크로-ROM(16)은  마이크로프로그램의  진행에  따라  제어정보를  출력한다. 마이크로-ROM(169
으로부터  발생된  제어정보는  데니탄  래치  소자(17)에서  래치되며,  그것으로부터  제어정보(CDA)가 출
력된다.  맵핑  PLA(15)는  마이크로프로그램에  대한  개시  어드레스와  브랜치  어드레스를  저장하며, 전
송요청 신호(REQ)가 R장치(7)로부터 공급될 때에 개시 어드레스를 셀렉터(13)에 공급한다.

셀렉터  PLA(12)  셀렉터(13),  인크리멘트  소자(14)  및  맵핑  PLA(15)는  전송정보  셋팅블록(18)을 구성
한다.  제어정보(CDA)는  D장치(6)에  공급되며,  또한  소오스  어드레스  레지스터  SAR(19)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  레지스터(20),  바이트  카운트  레지스터  BCR(21)  디스크립터  어드레스  레지스터  DSR(22)  및 
체인  터미네이터  레지스터  CTR(23)에도  공급된다.  이  레지스터들은  내부의  데이터  버스(31)에 연결
된다.  소오스  레지스터(19)는  DMA  전송에  의하여  전송되는  데이터가  저장되는  메모리  영역의  소오스 
어드레스를  기록한다.  데스티네이션  레지스터(20)는  전송되는  데이터가  기록되는  메모리  영역의 데
스티네이션  어드레스를  기록한다.  바이트  카운트  레지스터(21)는  데이터가  전송되는  것에  의해 바이
트  카운트를  기록한다.  디스크립터  체인  레지스터(22)는  메모리(2)  체인  터미네이터  레지스터(23)는 
시이퀀셜  디스크립터  체인  모우드가  셋팅되는  경우에  전송되는  블록들의  수를  기록한다.  링크 디스
크립터  체인  모우드가  셋팅되는  경우에,  체인  터미네이터  레지스터(23)는  DMA  전송이  종료되어야만 
하는  디스크립터  표  어드레스를  기록한다.  레지스터  각각에는  제어정보(CDA)에  따라  상응하는 데이
터가 공급된다.

제4a도는  시이퀀셜  디스크립터  체인  모우드의  한  예를  설명한  것이다.  메모리(2)(또는  3)는  블록  A, 
B  및 C에 관한 디스크립터들을 포함하는 디스크립터 표 1와 블록 A,  B  및 C에 관한 데이터 블록들을 
포함하는  데이터  영역(Ⅱ)을  갖는다.  설명된  예는  디스크립터  포맷  코우드(DF)가  ＂00＂인  경우에 
관한 것이다.

시이퀀셜  디스크립터  체인  모우드에서,  디스크립터  포맷들은  디스크립터  표  1에  연속적으로 기록된
다.  DMA  전송동작의  초기에  블록(A)에  관한  바이트  카운트,  소오스  어드레스  및  데스티네이션 어드
레스는  디스크립터  표  1로부터  독출되며  그들은  각각  바이트  카운트  레지스터(21),  소오스 레지스터
(19) 및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 레지스터(20)에 기록된다.

동시에,  디스크립터  어드레스  레지스터  22는  블록  A에  관한  디스크립터  포맷이  기록되는  메모리 영
역(디스크립터  표  1)의  개시  어드레스를  지시하는  어드레스를  갖는다.  디스크립터  어드레스 레지스
터  22에서의  어드레스  값은  각  디스크립터를  읽어낼  때마다  갱신된다.  제4b도와  제4c도에  설명된 바
와 같이 디스크립터 포맷들의 사용은 본 실시예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제4b도는  디스크립터  포맷  코우드(DF)가  ＂10＂인  시이퀀셜  디스크립터  체인  모우드에서  디스크립터 
표  1의  내용들이  예를  설명하고  있다.  제4c도는  디스크립터  포맷  코우드(DF)가  ＂11＂인  시이퀀셜 
디스크립터 체인 모우드에서 디스크립터 표 1의 내용들에 대한 예를 설명하고 있다.

제5a도는 링크 디스크립터 체인 모우드의 일예를 설명한다.

설명된  예는  디스크립터  포맷  코우드(DF)가  ＂00＂인  경우에  관한  것이다.  이  경우에  디스크립터 포
맷은  소오스  어드레스,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  바이트  카운트  및  다음  디스크립터  어드레스들로 구
성한다.  디스크립터  어드레스  레지스터  22에  기록되는  다음  디스크립터  어드레스는  다음  DMA 전송에
서  액세스될  한  세트의  디스크립터들이  저장되어  있는  메모리  영역의  개시  어드레스를  나타낸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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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각  블록에  관한  한  세트의  디스크립터들이  디스크립터  표  1에  연속적으로  저장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최초시  적당한  디스크립터들이  저장되어  있는  메모리  영역의  개시  어드레스가  디스크립터 
어드레스  레지스터(22)에  기록되며,  전송될  다음  데이터  블록에  관한  디스크립터들이  저장되어  있는 
메모리  영역의  개시  어드레스로  대체된다.  예를  들면  먼저,  소오스  어드레스는  디스크립터  어드레스 
레지스터  22에  기록된  디스크립터  어드레스에  따라  액세스된다.  이어,  다음  디스크립터 어드레스
(A)는  표  1로부터  독출되어  디스크립터  어드레스  레지스터(22)에  기록된다.  그  이후,  블록(B)에 관
한  소오스  어드레스(B)가  디스크립터  어드레스  레지스터에  기록된  다음  디스크립터  어드레스(A)에 
따라 독출된다.

제5b도는  디스크립터  포맷  코우드(DF)가  ＂10＂인  링크  디스크립터  체인  모우드에서  디스크립터  표 
1의  내용들의  일예를  설명하고  있다.  제5c도는  디스크립터  포맷  모우드(DF)가  ＂11＂인  링크 디스크
립터  체인모우드에서  디스크립터  표  1의  내용들의  일예를  설명하고  있다.  제5b도와  제5c도에  설명된 
바와 같이 디스크립터 포맷들의 사용은 실시예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지금부터는 실시예의 동작에 대해서 서술하기로 한다.

다음은  시이퀀셜  디스크립터  체인  모우드가  셋팅되는  경우에  관한  것이다.  링크  디스크립터  체인 모
우드에서의 동작은 후에 상세히 서술할 것이다.

DMA  전송의  전송에  대한  지시를  DMA  제어장치(50)에  공급하기  전에,  CPU(4)는  메모리(2)(또는  3)에 
디스크립터  표  1을  기록한  다음  디스크립터  표  1의  개시  어드레스를  디스크립터  어드레스 레지스터
(22)에  기록한다.  그  이후,  전송요청  신호  TREQ가  맵핑  PLA(15)에  입력되면,  설정된 마이크로프로그
램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어드레스가  셀렉터(13)를  통하여  마이크로-ROM(16)  D에  공급된다.  이에 따
라,  마이크로-ROM(16)  디스크립터  포맷(DF)의  코드  ＂00＂가  디스크립터  포맷  레지스터(11)에 셋팅
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처음에,  셀렉터  PLA  12는  디스크립터  포맷  레지스터(11)에서의  값  또는 디스
크립터  포맷  코우드(DF)를  참조하여  판정을  행한다.  이  경우에,  디스크립터  포맷  코우드가 ＂00＂이
기  때문에  셀렉터(13)는  인크리멘트  소자  14의  출력을  선택한다.  그  이후,  마이크로-ROM(16)의 어드
레스는  순차적으로  1씩  증가되며,  마이크로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동작한다.  가장  먼저,  소오스 어
드레스의  기록을  지시하는  제어정보(CDA)가  D장치(6)에  출력된다.  다음,  D장치(6)는  상응하는 소오
스  어드레스를  데이터  버스(38)를  통하여  디스크립터  표  1로부터  독출하며  그것을  전송정보 셋팅블
록(18)의  소오스  어드레스  레지스터(19)에  기록한다.  다음,  마이크로-ROM(16)에서의  어드레스는 갱
신되며,  상응하는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를  디스크립터  표  1로부터  독출하여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 
레지스터(20)에  기록한다.  마지막으로  마이크로-ROM(16)에서의  어드레스를  갱신한  후에,  바이트 카
운트  정보를  디스크립터  표  1로부터  독출하여  바이크  카운터  레지스터(21)에  기록한다.  즉,  소오스 
어드레스,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  및  바이튼  카운트는  상응하는  레지스터(19,  20  및  21)에 순차적으
로 기록된다.

DF=＂00＂일  때  수행되는  상기  라이팅  동작은  원래  DMA  전송의  동작과  동일하다.  전술된  바와  같이 
이  동작은  단일  전송이  수행될  때에  메모리  용량을  낭비하므로  비경제적이다.  본  발명의  기본적인 
특징은  다수의  디스크립터  포맷들이  제공되는  것이다.  DF=＂10＂이고,  DF=＂11＂인  경우에  대해서 
서술하기로 한다.

DF ＂10＂

이  경우에,  메모리(2)(또는  3)(제1도)로부터  들어온  디스크립터들은  소오스  어드레스와  바이트 카운
트이다.  이것은  데이터를  메모리(2)(또는  3)로부터  독출되어  I/O  포트(1)을  통하여  외부  메모리로 
전송하는 단일 전송 모우드에 대해서 적당하다.

전송요청  신호(TREQ)의  인가에  의하여  마이크로-ROM(16)에  저장된  마이크로프로그램이  활성화될  때, 
그들로부터  점프  코우드  JUMP(C)가  발생되어  셀렉터  PLA(12)에  공급된다.  셀렉터  PLA(12)는  판정을 
행한다.

이  경우에,  디스크립터  포맷  코우드(DF)가  ＂10＂이기  때문에,  셀렉터  PLA(12)는  소오스  어드레스가 
DMA  전송에  필요하다는  것을  결정하여,  인크리멘트  소자(14)의  출력을  선택한다.  다음에는  소오스 
어드레스를  메모리(2)로부터  독출하여  데이터  버스(38)와  D장치(6)를  통하여  소오스  레지스터(19)에 
기록한다.  이때에,  소오스  어드레스가  저장되는  메모리  영역은  디스크립터  어드레스  레지스터(22)에 
기록된 어드레스에 나타내진다.

소오스  어드레스가  소오스  레지스터(19)에  기록된후,  셀렉터  PLA(12)에  점프  코우드  JUMP(C)를  다시 
기록하며  이에  따라  디스크립터  포맷  레지스터(11)에  기록된  디스크립터  포맷  모우드(DF)를 참조한
다.  이때에,  셀렉터  PLA(12)는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가  불필요하다는  것을  판단한다.  다음에 셀렉
터  PLA(12)는  점프  어드레스  JUMP(A)를  선택하며,  점프  어드레스  JUMP(A)는  소오스  어드레스(19)에 
대한  기록이  종료하면  마이크로프로그램에  따라  마이크로-ROM(16)으로부터  출력된다.  이  경우에, 점
프  어드레스  JUMP(A)는  바이크  카운트를  바이트  카운트  레지스터(21)에  기록하기  위해  사용되는 마
이크로프로그램이  저장되어  있는  마이크로-ROM(16)의  메모리  영역을  나타내는  어드레스  데이터이다. 
그러므로,  소오스  레지스터(19)에  관한  기록이  종료하면,  데스티네이션  레지스터(20)에  관한  기록 
처리는  점프되며,  바이트  카운트가  바이트  카운트  레지스터(21)에  기록된다.  물론,  바이트  카운트 
레지스터(21)에  기록될  바이트  카운트는  메모리(2)로부터  독출되며  데이터  버스(38)와  D장치(6)를 
통하여 바이트 카운트 레지스터(21)에 공급된다.

DF＂11＂

이  경우에,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와  바이트  카운트는  메모리(2)로부터  독출되며  상응하는 레지스터
들에  입력된다.  이것은  외부  장치가  데이터를  I/O  포트(1)을  통해서  메모리(2)(또는  3)에  전송하는 
DMA 전송에 대해 적당하다.

마이크로프로그램이  활성화되면,  점프코우드  JUMP(C)가  마이크로-ROM(16)으로부터  발생되며,  셀렉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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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12)는  디스크립터  포맷  레지스터(11)에  기록된  코우드를  토대로하여  판정을  행한다.  이  경우에, 
디스크립터  포맷  코우드(DF)가  ＂11＂이기  때문에  셀렉터  PLA(12)는  소오스  어드레스가  소오스 레지
스터(19)에  기록될  필요가  없다는  것을  판단하여,  점프  어드레스  JUMP(A)를  선택한다.  이때에,  점프 
어드레스  JUMP(A)는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를  데스티네이션  레지스터(20)에  기록하기  위해  사용되는 
마이크로프로그램이  저장되어  있는  마이크로-ROM(16)에서의  메모리  영역을  나타내는  어드레스 데이
터이다.  다음에,  점프  어드레스  JUMP(A)는  마이크로-ROM(16)에  공급되며,  상응하는 마이크로프로그
램이  그곳으로부터  기록된다.  그에  의하여,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의  기록이  수행된다.  기록이 종료
되면,  점프  어드레스(A)가  다시  발생된다.  다음에,  셀렉터  PLA(12)는  판정을  행한다.  이  경우에 디
스크립터  포맷  코우드(DF)가  ＂11＂이기  때문에  셀렉터(13)는  바이트  카운트를  바이트  카운트 레지
스터(21)에  기록하기  위해서  인크리멘트  소자(11)의  출력신호를  선택한다.  다음에,  바이트  카운트를 
바이트  카운트  레지스터(21)에  기록하기  위해  사용된  마이크로프로그램이  활성화(activated)된다. 
이에  따라  바이트  카운트가  메모리(2)로부터  독출되어  데이터  버스(30)와  D장치(6)을  통해서  바이트 
카운트 레지스터(21)에 기록된다.

상술한  바와  같이,  본  실시예에  따라,  코우드  ＂00＂,  ＂10＂  및  ＂11＂로  나타낸  3종류의 디스크립
터  포맷들이  도입되므로써,  단일  전송  모우들에서  상응하는  DMA  전송에  필요없는  소오스  또는 데스
티네이션  어드레스를  기록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메모리(2)(또는  3)가 효율적
이고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상술된  실시예는  디스크립터  체인  모우드에  관한  것이다.  레지스터  다이렉트  모우드와  디스크립터 
체인  모우드를  결합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소오스  어드레스와  바이트  카운트는  DF=＂10＂의 디스
크립터  포맷을  사용하는  디스크립터  체인  모우드에  의하여  셋팅된다.  한편,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
는  레지스터  다이렉트  모우드에서  CPU(4)에  의하여  셋팅된다(이것은  CPU에  의한  슬레이브 액세스
(slave  access)라  불린다).  이  동작은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가  고정되는  경우에  적당하다.  이러한 
고정된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는  초기  셋팅치로서  이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기록될  메모리 영역
이  고정되는  식으로  메모리(2와  3)  사이의  DMA  전송을  행할  수  있으며,  소오스  어드레스와  바이트 
카운트는 하나의 블록이 전송될 때 마다 셋팅된다.

일반적으로,  DMA  전송은  체인  터미네이터  레지스터(23)가  제로가  되면  종료된다.  체인  터미네이터 
레지스터(23)에서의  값은  데이터  래치소자(17)를  통하여  마이크로-ROM(16)으로부터  발생된 제어정보
(CDA)  따라  하나의  블록이  처리될때마다  1씩  감소된다.  DMA  전송은  CPU  또는  I/O  포트(1)로부터 공
급된  특별신호  이후에  서술되는  DONE  신호),  예를  들면  버스  에러등의  치명적인(fatal)  에러에 의하
여  또한  종료될  수  있다.  DMA  전송이  치명적인  에러에  의하여  종료되면,  다음  디스크립터  포맷(한 
세트의  디스크립터들)을  엔터(enter)하는  것이  불필요하며,  CPU(4)(제1도)는  이  때에  얻은  DMA 전송
의  상태를  레지스터(19  내지  23)의  내용들을  참조하므로써  알  수  있다.  한편,  DMA  전송  동작에서, 
상응하는  레지스터들에  기록된  디스크립터들은  다음의  디스크립터  포맷이  상응하는  레지스터에 기록
될때에  소멸한다.  그러므로,  CPU(4)는  DMA  전송이  종료할때에  관찰된  DMA  전송의  동작  상태를  알  수 
없다.

예를  들면,  DMA  전송은  체인  터미네이터  레지스터(23)가  제로가  되거나(시이퀀셜  디스크립터  체인 
모우드에서),  디스크립터  표  1의  설정된  어드레스가  되면(링크  디스크립터  체인 모우드에서)종료된
다.  DMA  전송은  또한  CPU(4)로부터  공급된  특별  명령(DONE  신호)가  DMA  전송동안에  DMA 제어장치
(50)에  공급될때에도  종료된다.  예를  들면  DMA  전송이  DMA  전송중에  의도적으로  종료되면,  전송된 
데이터가  이미  기록된  메모리  영역을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의도적인  종료  이전에 
전송되 유효 데이타는 더 이상 확인되지 않는다. 이것은 사용자들에 대해서 편리하지 않은 것이다.

이하에서 서술되는 제2실시예는 상기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제6도는 본 발명의 제2실시예의 블록도이다.

제6도에서,  제3도에  상응하는  동일  부분들은  동일  참조  번호들을  부여하였다.  제2실시예는 디스크립
터레지스터  어드레스  기록  레지스터(이하에서  간단히  DSRW  레지스터라  칭함)와  블록정보  갱신 레지
스터(이하부터는  BIU  레지스터라  칭함)(27)를  추가하여  구성된다.  ＂1＂이  BIU  레지스터(27)에 셋팅
되면,  소오스레지스터(19),  데스티네이션  레지스터(20)  및  바이트  카운트  레지스터(21)의  내용들은 
DSRW 레지스터(26)에 저장된 어드레스를 나타낸 디스크립터 표 1에서의 메모리영역에 기록된다.

이것은  본  발명의  제2실시예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다.  DSRW  및  BIU  레지스터(26  및  27)에는 CPU(4)
에 의하여 적절한 값들이 제공된다.

더욱이,  제2실시예에서는  전송종료  요청신호(이하부터는  간단히  DONE  신호라  칭함)가  제어 버스(3
9)를  통하여  CPU(4)  또는  다른  장치로부터  셀렉터  PLA(12)와  맵핑  PLA(15)에  공급된다.  또한,  DIO 
레지스터(25)가  제공되며,  이들은  제8a도,  제8b도,  제9a도  및  제9b도를  참조하여  이후에  서술될 것
이다.

제2실시예에서,  데이터는  제1실시예의  경우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전송된다.  제2실시예에  따라, 사용
된  레지스터(26과  27)에  대한  동작이  제1실시예의  데이터  전송에  추가된다.  전술된  바와  같이,  이 
동작은  제2실시예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제2실시예의  동작은  제6도는  물론  도시된  구성의  중요 
부분을 나타내는 제7도를 참조하여 이하에서 서술하기로 한다.

전송요청  신호(TREQ)의  입력에  따라  마이크로-ROM(16)으로부터  독출된  제어정보(CDA)에  의하여, 디
스크립터  어드레스  레지스터(22)에서의  어드레스는  DSRW  레지스터(26)으로  전송되어  기록되며, 디스
크립터(22)에  의하여  표시되는  메모리(2)에서의  메모리  영역은  D장치(6)를  통하여  액세스된다. 전술
된  바와  같이,  이때에  얻을  수  있는  디스크립터  어드레스  레지스터(22)에서의  어드레스는 제1블록
(예를  들면  제4a도에  도시된  블록  a)에  관한  디스크립터  포맷의  개시  어드레스이다.  지금부터의 설
명에서는  소오스  어드레스  또는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  혹은  모두를  편리상  메모리  어드레스  MA로 
칭한다.  그러므로,  디스크립터  포맷  코우드  DF가  ＂10＂이면  메모리  어드레스  MA는  소오스 어드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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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디스크립터  포맷  코우드(DF)가  ＂11＂이면,  메모리  어드레스  MA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이다. 
이와  상응하여  제7도에서는  소오스  및  데스티네이션  레지스터(19  및  20)이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
터(MAR)라 불리는 단일 블록으로 설명된다.

설명된  예에서,  메모리  어드레스(MA1)와  바이트  카운트  BC1은  디스크립터  어드레스  레지스터(22)에 
기록된  어드레스에  의하여  순서대로  액세스된다.  다음에,  메모리  어드레스  MA1과  바이트 카운트
(BC1)를  메모리(2)로부터  독출하여,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19,20)와  바이트  카운트 레지스터
(21)에  기록한다.  이때에  디스크립터  어드레스  레지스터(22)에서의  어드레스는  독출된  데이터에 상
응하는  수에  의하여  갱신된다.  D장치(6)는  마이크로-ROM(16)으로부터  독출된  상응하는 마이크로프로
그램에  의하여  지시되며,  예를  들면  I/O  포트(1)을  통하여  메모리(2)와  외부  장치  사이의  DMA 전송
을  행한다.  이어서,  디스크립터  터미네이터  레지스터(23)에서의  값은  전송되는  바이트들의  수만큼 
감소된다.  시이퀀셜  디스크립터  체인  모우드가  셋팅되면,  디스크립터  어드레스  레지스터(22)에서의 
값은  있는  그대로의  상태를  유지한다.  한편,  링크디스크립터  체인  모우드가  셋팅되면,  디스크립터 
어드레스  레지스터(22)에서의  값은  전송되는  바이트들의  수만큼  감소된다.  예를  들면 메모리(2)에서
의  데이터가  I/O  포트(1)를  통하여  외부장치에  전송되는  것이  요청될  때,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
(19)에서의  어드레스로  나타낸  메모리  영역의  데이터  불록은  메모리(2)로부터  독출되며,  I/O 포트
(1)에  전송된다.  데이터  블록의  DMA  전송이  종료되면,  BIU  레지스터(27)에서의  값은 마이크로프로그
램에 의하여 조사된다. BIU 레지스터(27)에서의 값은 사전에 사용자에 의하여 셋팅된다.

만일  ＂1＂이  BIU  레지스터(27)에  기록되어  있으면,  디스크립터  어드레스  레지스터(22)와  DSRW 레지
스터(18)의  내용들은  상호  교환된다.  다음에,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19,20)와  바이트  카운트 레
지스터(21)의  현재  내용들은  디스크립터  어드레스  레지스터(22)에서의  어드레스에  의하여  지시된 메
모리  영역들에  순차적으로  기록된다.  그  이후에,  디스크립터  어드레스  레지스터(22)와  DSRW 레지스
터(18)의  내용들은  다시  상호  교환된다.  이  방법에서  DMA  전송에  따라  디스크립터  포맷에서의 갱신
된 데이터는 디스크립터들이 독출되는 메모리 영역에 기록된다.

한편,  디스크립터  표의  갱신이  요청되지  않을  때,  ＂0＂이  BIU  레지스터(27)에  저장될때에는 디스크
립터 표의 갱신이 행해지지 않는다.

제2실시예에  따라,  디스크립터  표의  갱신이  요청되는  경우에,  갱신된  디스크립터들은  하나의  데이터 
블록이  DMA  전송에  의하여  전송될때마다  메모리(2)에서의  상응하는  메모리  영역에  기록된다.  체인 
터미네이터  레지스터(23)에서의  값이  시이퀀셜  디스크립터  체인  모우드에서  제로가  되면,  DMA 전송
은  종료된다.  대신에,  DONE  신호가  셀렉터  PLA(12)에  공급되면,  DMA  전송은  의도적으로  중단된다. 
DMA  전송이  중단되고,  디스크립터  표  1이  갱신이  BIU  레지스터(27)에  의하여  지시되면,  CPU(4)는 디
스크립터 표  1을  읽는다.  이에  따라 CPU(4)는  모든  데이터 블록에 대한 종료 상태를 알  수  있게 된
다.

제8a도와  제8b도는  시이퀀셜  디스크립터  체인  모우드가  선택되었을  때  제2실시예의  동작을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제9a도와  제9b도는  링크  디스크립터의  체인  모우드가  선택되었을때의  제2실시예의 동작
을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제8a도와  제8b도에서,  단계(101-107)는  DMA  전송에  대한  절차에  관한 것이
고,  단계  (108-116)은  제2실시예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  디스크립터  표  1의  갱신에  관한  것이다. 나
머지  단게들은  제6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DIO  레지스터(25)  존재에  기인하는  추가  기능에  관한 것이
다. 단계(107-107)로 구성되는 절차는 제1실시예에 대해서 유효하다.

제9a도에  따르면,  디스크립터  포맷  레지스터(11)에서의  이  체크된(단계  101),  만일  코우드 DF=＂11
＂이면,  단계  104가  처리된다.  만일  코우드  DF=＂00＂  또는  ＂10＂이면,  디스크립터  포맷 레지스터
(22)로 나타낸 메모리 영역의 내용들은 소오스 레지스터(19)에 기록된다(단계 102).

또한,  단계(102)에서  현재  메모리  영역에  관한  데이터  양에  상응하는  값(설명된  예에서는 4바이트)
을  디스크립터  어드레스  레지스터(22)에서의  어드레스  값에  가산한다.  다음에,  코우드  DF가 ＂00＂
인가,  ＂10＂인가를  판단한다(단계  103).  만일  코우드(DF)가  ＂10＂이면,  단계(105)가  처리된다. 한
편,  코우드(DF)가  ＂00＂이면,  단계(104)가  처리된다.  단계(104)에서.  디스크립터  어드레스 레지스
터(22)로  나타낸  메모리  영역의  내용들은  데스티네이션  레지스터(20)에  기록되고,  메모리  영역에 관
한  데이터  양에  상응하는  값(예에서는  4바이트)을  디스크립터  어드레스  레지스터(22)의  내용들이 가
산한다.  다음에,  체인  터미네이터  레지스터  CTR23의  카운트  값은  ＂1＂씩  감소된다(단계  106).  그 
이후,  단계(107)에서  1-오퍼랜드  전송(one-operand  transfer)은  소오스  어드레스  및/또는 데스티네
이션  어드레스  및  바이트  카운트를  사용하므로서  행해진다.  1-오퍼랜드는  1버스  싸이클에서의 바이
트들  수에  상응한다.  또한,  단계(107)에서  1-오퍼랜드에  상응하는  값은  바이트  카운트 래지스터(2
1)에서의  값으로부터  감산된다.  다음에는  DONE  신호가  입력인지  아닌지를  판단한다(단계  108).  만일 
그 결과가 ＂YES＂이면, 단계(110)이 처리된다. 한편, 그 결과가 ＂NO＂이면, 단계(109)가 
처리된다.  단계(109)에서,  바이트  카운트  레지스터(21)에서의  값이  ＂0＂인지,  아닌지를  식별한다. 
만일  그  결과가  ＂NO＂이면,  하나의  데이터  블록이  아직  전송되지  않았으므로  단계(107)로 되돌아간
다.  한편,  만일  그  결과가  ＂YES＂이면,  단계(110)이  처리된다.  단계(110)에서,  BIU 레지스터(27)에
서의  값이  ＂1＂인지,  ＂0＂인지를  판단한다.  만일  BIU  레지스터(27)에서의  값이  디스크립터  표의 
갱신을  요구하는  것을  의미하는  ＂1＂이면,  단계(111)로  간다.  한편,  만일  BIU  레지스터(27)에서의 
값이 ＂0＂이면, 단계(117)이 처리된다.

전술된  바와  같이,  단계(111-116)의  순서는  디스크립터  표의  갱신에  관한  것이다.  상술된 제2실시예
에서,  DSRW  레지스터(26)는  디스크립터  표  1에서의  상응하는  메모리  영역에  기록될  디스크립터들을 
홀딩하기  위해  사용된다.  한편,  제9b도의  순서에서,  DSRW  레지스터(26)는  상응하는  메모리  영역에 
디스크립터들을  기록할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단계(111)에서,  디스크립터  어드레스 레지스터
(22)에서의  현재값은  디스크립터를  단계(102)에서  디스크립터  표  1로부터  읽어낼  때,  얻은  값으로 
대체된다.  이어서  디스크립터  포맷  코우드(DF)중의  하나가  디스크립터  포맷  레지스터(11)에 기록되
었는가를  판단한다(단계  112).  만일  코우드  DF가  ＂00＂또는  ＂01＂이면,  소오스 레지스터(19)에서
의  어드레스는  디스크립터  어드레스  레지스터(22)로  지시된  메모리  영역에  기록된다(단계  113).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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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소오스  레지스터(19)에서의  총  어드레스가  되는  값(예에서는  4바이트)을  디스크립터  어드레스 
레지스터(22)에서의  어드레스에  가산한다.  그  이후  단계(114)에서,  코우드(DF)가  ＂10＂인지, 아니
면  ＂00＂인지를  판단한다.  만일  코우드(DF)가  ＂10＂이면,  단계(116)이  처리된다.  대신에 코우드
(DF)가  ＂00＂이면,  단계(115)에서  데스티네이션  레지스터(20)의  내용들이  디스크립터  어드레스 레
지스터(22)의  어드레스로  지시된  메모리  영역에  기록된다.  다음에,  데스티네이션 레지스터(20)에서
의  총값에  상응하는  값(예에서는  4바이트)을  디스크립터  어드레스  레지스터(22)에서의  어드레스에 
가산한다.  다음  단계(116)에서,  바이트  카운트  레지스터(21)에서의  값은  디스크립터  어드레스 레지
스터(22)에서의  어드레스로  지시된  메모리  영역에  기록되며,  바이트  카운트  레지스터(21)에서의 값
에 상응하는 값(예에서는 4바이트)을 디스크립터 어드레스 레지스터(22)에서의 어드레스에 
가산한다. 이어서 단계(117)을 행한다.

단계(117)에서,  DONE  신호가  입력되는지,  입력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다시  판별한다.  이것은  버스 싸
이클에서  수행된다.  만일  그  결과가  ＂YES＂이면,  단계(118)이  행해진다.  반대로,  만일  그  결과가 
＂NO＂이면,  단계(119)가  처리된다.  단계(118)에서,  DIO  레지스터(25)에서의  값이  ＂0＂인지, 아니
면  ＂1＂인지를  판별한다.  만일  그  값이  DMA  전송의  종료를  요청하는  ＂0＂이면,  DMA  전송이 종료된
다.  한편,  DIO  레지스터(25)에서의  값이  제로인지를  판단한다(단계  119).  만일  그  결과가 ＂YES＂이
면  처리가  종료한다.  반대로  그  결과가  ＂NO＂이면  해당  레지스터를  다음  데이터  블록에  관한  DMA 
전송을 요구하는 ＂1＂로 셋팅한 후(단계 120), 단계(101)로 되돌아간다.

링크  디스크립터  체인  모우드에서  수행되는  DMA  전송의  절차는  단계(126,  136  및  138)을  제외하고 
시이퀀셜  디스크립터  체인  모우드에서와  거의  같다.  링크  디스크랩터  체인  모우드에서,  단계(126)은 
단계(106)  대신에  수행된다.  단계(126)에서,  디스크립터  어드레스  레지스터(22)로  나타낸  메모리 영
역의  내용들은  디스크립터  어드레스  레지스터(22)에  기록된다.  이  절차는  ＂S  126＂이  붙은 선(제5a
도)에  의하여  지시된다.  단계(136)에서,  디스크립터  어드레스  레지스터(22)에서의  값은 디스크립터
가  독출된  후에  유효한  값으로  되돌아간다.  단계(139)에서,  체인  터미네이터  레지스터(23)에서의 값
이  디스크립터  어드레스  레지스터(22)의  값과  같은가를  판별한다.  즉,  링크  디스크립터  체인 모우드
에서, 체인 터미네이터 레지스터(22)에서의 값은 DMA 전송을 종료시키는 어드레스를 표시한다.

상술된  절차들은  셀렉터  PLA(12)와  함께  마이크로-ROM(16)에  저장된  마이크로프로그램에  의하여 제
어된다.  상술된  설명으로부터  숙련된  기술자들은  마이크로-ROM(16)과  셀렉터  PLA(12)를  쉽게  설계할 
수 있다.

본  발명은  상술된  실시예들로만  제한되지  않으며,  본  발명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다양한  수정과 
변형을 가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내부의  버스(31,32)와  상기  시스템  버스(36,37,38)와  상기  내부의  버스(31,32)  사이에서  데이터와 
교환을  제어하고,  상기  시스템  버스(36,37,38)와  상기  내부의  버스(31,32)에  연결되는  데이터 제어
수단(6)과,  전송요청  신호를  수신하고  상기  내부의  버스(31,32)에  연결되는  전송요청  제어수단(7)을 
구비하고,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에  의하여  데이터  전송을  제어하고  메모리(2,3)를  포함한 시스템
의  시스템버스(36,37,38)에  연결되는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  제어장치에  있어서,  각각이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에  의해  데이터를  전송하는데  필요한  디스크립터들의  형태와  수를  정의하는  복수개의 
디스크립터  포맷들중의  하나를  지정하는  코우드를  기록하는  레지스터(11)와  상기  레지스터(11)에 기
록된  코우들에  의하여  선택된  상기  디스크립터  포맷들중의  하나에  정의된  디스크립터들을  기록하기 
위한  레지스터  수단(19,23)과  상기  레지스터(11)에  기록된  상기  디스크립터  포맷들중의  선택된 하나
에  정의된  디스크립터들에  따라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에  의한  데이터  전송을  제어하고,  상기 전송
요청  제어수단을  통하여  공급된  상기  전송요청  신호에  의하여  활성되는  제어수단(16-18)이  더 구비
됨을 특징으로 하는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 제어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디스크립터  포맷들은  전송될  데이터가  독출되는  상기  메모리의  소오스 어드레
스,  상기  전송되는  데이터가  기록되기  위한  상기  메모리(2,3)의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  및  전송되는 
데이터의  바아트들  수를  나타내는  바이트  카운트를  포함하는  제1디스크립터  포맷(DF=＂00＂)을 구비
함을 특징으로 하는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 제어장치.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디스크립터  포맷들이,  데이터가  전송되는  상기  메모리(2,3)의  소오스 어드레
스와  전송되는  데이터의  바이트들  수를  나타내는  바이트  카운트를  포함하는  제2디스크립터 포맷(DF=
＂10＂)을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 제어장치.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디스크립터  포맷들은  전송되는  데이터가  기록되는  상기  메모리(2,3)의 데스티
네이션  어드레스와  전송되는  데이터의  바이트들  수를  나타내는  바이트  카운트를  포함하는 제3디스크
립터 포맷(DF=＂11＂)을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 제어장치.

청구항 5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제1디스크립터  포맷(DF=＂00＂)은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에  의한  다음 데이
터  전송을  위해  액세스되는  상기  메모리(2,3)의  어드레스를  나타내는  다음의  디스크립터  표 어드레
스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이렉트 메모리 엑세스 제어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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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6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제2디스크립터  포맷(DF=＂10＂)은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에  의한  다음의 데
이터  전송을  위해  액세스되는  상기  메모리(2,3)의  어드레스를  나타내는  다음의  디스크립터  표 어드
레스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 제어장치.

청구항 7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제3디스크립터  포맷(DF=＂11＂)은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에  의한  다음의 데
이터  전송을  위해  액세스되는  상기  메모리(2,3)의  어드레스를  나타내는  다음의  디스크립터  표 어드
레스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 제어장치.

청구항 8 

제1항부터  7항까지에  있어서,  상기  레지스터  수단(19-23)이  데이터가  전송되는  메모리(2,3)의 소오
스  어드레스를  기록하는  소오스  레지스터(19)와  상기  전송되는  데이터가  기록되는  상기 메모리(2,
3)의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를  기록하는  데스티네이션  레지스터(20)  및  전송되는  데이터의  바이트들 
수를  나타내는  바이트  카운트를  기록하는  바이트  카운트  레지스터(21)를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다
이렉트 메모리 액세스 제어장치.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레지스터  수단(19-23)은  전송되는  데이터의  단위에  정의된  상기  디스크립터 
포맷의  개시  어드레스를  기록하는  디스크립터  어드레스  래지스터(22)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 제어장치.

청구항 10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  있어서,  상기  제어수단(16-18)은  상기  레지스터  수단(19-23)을  제어하기 위
하여  사용된  제어정보(CDA,JUMPA,JUMPC)를  마이크로프로그램의  형태로  저장하는 마이크로-리이드-온
리-메모리(마이크로-ROM)(16)와  상기  마이크로프로그램을  독출하기  위한  어드레스를  상기 마이크로-
ROM(16)에  공급하기  위한  전송정보  셋팅수단(18)을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 
제어장치.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전송정보  셋팅수단이(18)이  상기  마이크로-ROM(16)에  공급될  개시  어드레스 
또는  브랜치  어드레스를  발생하기  위한  제1수단(15)과  상기  마이크로-ROM(16)에  공급될  어드레스를 
계속적으로  발생하기  위한  제2수단(14)과  상기  개시  어드레스  또는  브랜치  어드레스,  상기 어드레스
와  상기  제어정보  중의  하나를  선택하기  위한  제3수단(12)으로  이루어지고,  상기  데이터들  중의 선
택된  하나는  어드레스  정보로서  상기  마이크로-ROM에  공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 제어장치.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제3수단(12)은  상기  레지스터(11)에  기록된  상기  코우드와  상기 마이크로-
ROM(16)으로부터  공급된  상기  제어정보(JUMPC)를  토대로  하여  상기  개시  어드레스,  상기  연속 어드
레스  및  상기  제어정보(JUMPA)중의  하나를  선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 제
어장치.

청구항 13 

내부의  버스(31,32)와  시스템버스(36,37,38)와  상기  내부의  버스(31,32)  사이에서  데이터의  교환을 
제어하고,  상기  시스템  버스(36,37,38)와  상기  내부의  버스(31,32)에  연결된  데이터  제어수단(16)과 
전송요청  신호를  수신하고,  상기  내부의  버스(31,32)에  연결된  전송요청  제어수단(7)을  구비하고, 
메모리(2,3)를  포함하며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에  의해  데이터  전송을  제어하기  위한  시스템의 시
스템  버스(36,37,38)에  연결된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  제어장치에  있어서,  각각이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에  의한  데이터  전송에  필요한  디스크립터들의  수와  형태를  정의하는  다수의  디스크립터 포맷
들중의  하나를  지정하는  코우드를  기록하는  레지스터(11)와  상기  레지스터(11)에  기록된  코우드에 
의하여  선택된  상기  디스크립터  포맷들중의  하나로  정의된  디스크립터들을  기록하기  위한  레지스터 
수단(19-23)과  상기  레지스터  수단(19-23)에  기록된  상기  디스크립터  포맷  중에서  선택된  하나에 정
의된  디스크립터들에  따라서  디이렉트  메모리  액세스에  의한  데이터  전송을  제어하고,  데이터 전송
이  종료할  때  상기  메모리(2,3)내에  설정된  메모리  영역내에  상기  래지스터  수단(19-23)에  기록된 
상기  디스크립터들을  기록하고,  상기  전송요청  제어수단(7)을  통하여  공급된  상기  전송요청  신호에 
의하여  활성화되는  제어수단(16,18,26,27)을  더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 제
어장치.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수단(16-18,26,27)은  상기  기록선  디스크립터들이  상기  설정된  메모리 
영역에  기록되어야만  하는  가에  대한  판정을  행하기  위한  판정  수행수단(27)을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 제어장치.

청구항 15 

제13항과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수단(16-18,26,27)은  상기  개시  어드레스에  관련된  상기 디스
크립터들이  상기  레지스터  수단(19,20,21)에  기록될때에  전송될  데이터에  관련된  상기  선택된 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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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립터  포맷들내에서  상기  디스크립터가  저장된  메모리  영역의  개시  어드레스를  기록하는 레지스터
(26)를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 제어장치.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수단(16-18,26,27)은  상기  레지스터  수단(19,20,21)에  기록된  상기 디스
크립터들을  상기  개시  어드레스에  의해  지정된  상기  설정된  메모리  영역내에  기록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 제어장치.

청구항 17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레지스터  수단(19-23)은  액세스될  상기  메모리(2,3)의  어드레스를  기록하는 
디스크립터  어드레스  레지스터(22)를  구비하고,  상기  기록된  디스크립터들이  상기  설정된  메모리 영
역에  기록될  때,  상기  디스크립터  어드레스  레지스터(22)내의  어드레스와  상기  레지스터(26)내의 어
드레스가  상호  교환되고,  이에  상기  설정된  메모리  영역은  상기  디스크립터  어드레스 레지스터(22)
내에 기록된 어드레스에 의하여 액세스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 제어장치.

청구항 18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디스크립터들은  상기  설정된  메모리  영역에  라이트된  후에,  상기 디스크립터
어드레스  레지스터(22)내의  어드레스와  상기  레지스터(26)내의  어드레스가  다시  상호  교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이렉트 메모링 액세스 제어장치.

청구항 19 

제17항과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레지스터(26)내의  상기  어드레스와  교환될때에  이용가능한  상기 디
스크립터  어드레스  레지스터(22)에  기록된  상기  어드레스가  다음  데이터  전송에서  전송될  데이터에 
관련된  디스크립터들이  저장되어  있는  메모리  영역의  개시  어드레스를  지시하는  어드레스인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 제어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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