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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멀티 프로세서시스템 및 인터럽션 제어장치

요약

내용 없음.

대표도

도1

명세서

[발명의 명칭]

멀티 프로세서시스템 및 인터럽션 제어장치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의 멀티프로세서시스템에 접속된 인터럽션제어장치를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

제2도는  본  발명의  인터럽션제어장치에  포함된  인터럽션요구레지스터와  인터럽션인에이블레지스터의 
개략적인 도면.

제3도는 본 발명의 인터럽션제어장치를 상세하게 도시한 도면.

제4도는  프로세서소자  사이의  인터럽션요구를  제어하기  위한  인터럽션요구레지스터와 인터럽션인에
이블레지스터의 개략적인 도면.

제5도는  프로세서소자  사이  및  프로세서소자와  주변장치  사이의  인터럽션요구를  제어하기  위한 인터
럽션요구레지스터와 인터럽션인에이블레지스터의 개략적인 도면.

제6도는  프로세서소자와  주변장치  사이의  인터럽션요구를  제어하기  위한  인터럽션요구레지스터와 인
터럽션인에이블레지스터의 개략적인 도면.

제7도는 멀티프로세서시스템에 접속된 인터럽션제어장치의 상세를 도시한 도면.

제8도는  단일  반도체집적회로칩상에  형성된  인터럽션제어장치와  버스컨트롤회로를  도시한  개략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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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프로세서시스템의  인터럽션요구를  제어하는  장치에  관한  것으로,  특히  다수의  상호접속된 
프로세서소자를  갖는  멀티프로세서시스템에서  인터럽션요구를  제어하는  인터럽션제어장치에  관한 것
이다.

종래  기술에서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인터럽션요구는  현재  실행되는  프로그램의  실행을  중지하고, 
인터럽션을  요구하는  장치에  연관된  다른  몇  개의  더욱  중요한  타스크를  실행하도록  컴퓨터의 프로
세서로  명령되는  컴퓨터명령이다.  대표적으로,  인터럽션요구는  종래의  프로세서시스템과  주변장치 
사이에  접속된  인터럽션요구선을  구동하는  입/출력(I/O)장치등의  주변장치에  의해  종래의 프로세서
시스템에서 발생된다.

종래의  프로세서시스템에서는  다수의  다른  인터럽션이  다수의  다른  주변장치에  의해  발생될  수 있도
록  다수의  인터럽션요구선이  마련된다.  종래의  프로세서시스템에서  실행된  특정의  타스크는 구동되
는  특정의  인터럽션요구선에  의해  결정된다.  인터럽션요구원의  식별은  구동되는  인터럽션요구선을 
간단히  식별하는  것에  의해  용이하게  이루어진다.  상술한  바와  같이,  인터럽션요구선은  종래의 프로
세서시스템과 각각의 주변장치 사이에 접속되어 있다.

따라서,  특정의  인터럽션요구에  대응하는  특정의  타스크와  인터럽션요구를  발생하는  주변장치  또는 
프로세서를  식별하는  것이  멀티프로세서시스템에서  더욱  복잡하게  된다.  멀티프로세서시스템은 다수
의  상호접속된  프로세서소자(PE)와  1개  이상의  프로세서소자에  각각  접속된  다수의  주변장치를 포함
한다.  프로세서소자의  각각과  주변장치의  각각은  프로세서소자의  적어도  하나에서  인터럽션요구를 
발생할 수도 있다.

실행되어야할  특정의  인터럽션요구와  멀티프로세서시스템에서  인터럽션요구를  발생하는  주변장치 또
는  프로세서소자의  식별을  달성하기  위한  간단한  방법은  멀티프로세서의  각각의  프로세서소자와 각
각의  주변장치  사이의  인터럽션요구선을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것이다.  이  구성은  각각의  주변장치 
또는  프로세서소자에  의해  멀티프로세서시스템의  프로세서소자중의  어느  하나에서  인터럽션요구를 

초기화할 수 있게 한다.

상기  장치에서는  각각의  프로세서소자가  주변장치중의  어느  하나  또는  다른  프로세서소자중의  어느 
하나에서  인터럽션요구를  수신하도록  하였지만,  이  장치는  멀티프로세서시스템의  프로세서소자와 주
변장치  사이에  다수의  상호접속배선을  갖는다고  하는  불합리한  점을  갖는다.  이러한  구성은  새로운 
프로세서소자와  주변장치의  부가에  의해  멀티프로세서시스템의  크기가  증대하는  것에  따라서  극히 
불합리한 방해요소로 된다.

따라서,  상술한  구성에서의  인터럽션요구선의  수를  저감하기  위한  장치가  일본국  특허공개공보 
No.163948/88호에  제안되어  있다.  일본국  특허공개공보  No.  163948/88호에  기재된  바와  같은  장치는 
멀티프로세서시스템의  모든  프로세서소자에  접속된  단일의  인터럽션요구선을  마련하고  있다.  이 단
일의  인터럽션요구선은  인터럽트되어야할  프로세서소자의  메모리의  고유메모리  공간에  정보를 어드
레스함과  동시에  기억하는  것에  의해  인터럽트가  요구되어야  하는  프로세서소자를  지정한다.  일본국 
특허공개공보  No.163948/88호에  따르면,  I/O  장치  또는  프로세서소자중의  하나와  단일 인터럽션요구
선 사이에 접속된 장치가 상기 어드레스 및 기억동작을 실행하기 위해 마련된다.

따라서,  일본국  특허공개공보  No.163948/88호에  기재된  장치에서는  인터럽션요구가  I/O  장치중의 하
나에  의해  발생되었을  때,  장치에  의해  인터럽션요구에  대응하는  멀티프로세서시스템의 프로세서소
자중의  하나의  메모리에  단일  인터럽션요구선을  거쳐서  어드레스가  동시에  출력된다.  장치에  의해 
발생된  어드레스는  요구된  인터럽션에  대응하는  프로세서소자중의  메모리의  특정의  메모리공간에 어
드레스된다.

일본국  특허공개공보  No.163948/88호에  기재된  상기  장치는  멀티프로세서시스템의  프로세서소자와 
주변장치  사이에  접속된  인터럽션요구선의  수를  저감하지만,  일본국  특허공개공보  No.163948/88호에 
기재된  장치는  멀티프로세서시스템의  프로세서소자와  주변장치  사이의  인터럽션요구의  스루풋을 저
하시킨다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  일본국  특허공개공보  No.163948/88호에  기재된  장치에서는 멀티
프로세서시스템의  프로세서소자의  각각에  접속된  단일의  인터럽션요구선상으로  발생해야할 어드레스
가 출력되는 장치에 의해 하나의 인터럽션요구만을 한번에 취급할 수 있다.

따라서,  상술한  구성에  따르면,  종래의  시스템에서는  특정인터럽션요구와  인터럽션요구원을 멀티프
로세서시스템의  프로세서소자에  대해서  식별하는  효과적인  인터럽션제어를  실행하는데  필요한 하드
웨어의 양을 저감하는 인터럽션요구를 발생할 수 없게 된다.

또,  종래의  시스템에서는  동시  및  순차적인  인터럽션요구의  효과적인  제어를  허가하는  것에  의해 멀
티프로세서시스템내의  다른  프로세서소자에  대해서  인터럽션요구의  스루풋을  제한할  수  없다는 문제
점이 있었다.

본  발명의  목적은  다수의  주변장치  또는  프로세서소자에  의해  인터럽션요구가  초기화된  것을 프로세
서소자에게  알리는  인터럽션요구를  효과적으로  제어하는데  필요로  되는  하드웨어의  양을  저감하는 
다수의 프로세서소자를 갖는 멀티프로세서시스템에서 동작하는 인터럽션제어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다수의  주변장치  또는  프로세서소자에  의해  발생된  동시  또는  순차적인 인터
럽션  요구를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위한  다수의  프로세서소자를  갖는  멀티프로세서시스템에서 사용하
기 위한 인터럽션제어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특정의  인터럽션요구와  인터럽션요구원을  식별하기  위한  다수의 프로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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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자를 갖는 멀티프로세서시스템에서 동작하기 위한 인터럽션제어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본 발명의 제1, 제2 및 제3의 실시예를 마련한다.

본  발명의  제1의  실시예는  다수의  상호접속된  프로세서소자를  갖는  멀티프로세서시스템에서 인터럽
션요구선에  의해  프로세서소자의  각각에  접속되어  동작하는  인터럽션제어장치를  마련한다.  본 발명
의 제1의 실시예는 프로세서소자 사이의 인터럽션요구의 제어를 위해 마련된다.

본  발명의  제1의  실시예의  인터럽션제어장치는  다수의  프로세서소자에  대응하는  다수의 인터럽션요
구레지스터를  갖는  인터럽션제어레지스터를  포함한다.  인터럽션요구레지스터의  각각은  대응하는 프
로세서소자에서  적어도  리드액세스  및  대응하는  프로세서소자  이외의  적어도  프로세서소자에서 라이
트액세스 가능하게 된다. 또한, 인터럽션제어장치는 인터럽션요구컨트롤러를 포함한다.

인터럽션요구레지스터의  각각은  인터럽션요구레지스터에  대응하는  프로세서소자  이외의 프로세서소
자의  각각에  대응하는  적어도  하나의  인터럽션요구비트를  포함한다.  각각의  인터럽션요구비트는 대
응하는  프로세서소자에서의  인터럽션요구의  발생을  표시하도록  대응하는  프로세서소자에  의해 설정
된다.

인터럽션요구컨트롤러는  인터럽션요구레지스터의  인터럽션요구비트의  설정에  응답한다. 인터럽션요
구비트의  설정에  응답해서  인터럽션요구컨트롤러는  인터럽션요구비트가  속해  있는 인터럽션요구레지
스터에 대응하는 프로세서소자에 인터럽션요구선을 거쳐서 인터럽션요구를 출력한다.

본  발명의  제2의  실시예는  다수의  상호접속된  프로세서소자와  I/O  등의  다수의  주변장치를  갖는 멀
티프로세서시스템에서  사용하기  위한  인터럽션제어장치를  마련한다.  인터럽션제어장치는  제1의 인터
럽션요구선에  의해  프로세서소자의  각각과  제2의  인터럽션요구선에  의해  주변장치의  각각에 접속되
어  있다.  본  발명의  제2의  실시예는  프로세서소자  사이  및  프로세서소자와  주변장치  사이의 인터럽
션요구의 제어를 위해 마련한다.

본  발명의  제2의  실시예의  인터럽션제어장치는  다수의  프로세서소자에  대응하는  다수의 인터럽션요
구레지스터를  갖는  인터럽션제어레지스터를  포함한다.  인터럽션요구레지스터의  각각은 인터럽션요구
레지스터에  대응하는  적어도  프로세서소자에서  리드액세스  및  대응하는  프로세서소자  이외의  적어도 
프로세서소자에서 라이트액세스 가능하게 된다.

다수의  인터럽션인에이블레지스터는  인터럽션요구레지스터에  대응하는  인터럽션제어레지스터에 마련
된다.  각각의  인터럽션인에이블레지스터는  인터럽션요구레지스터  및  인터럽션인에이블레지스터에 대
응하는 적어도 프로세서소자에서 라이트액세스 가능하게 된다.

또, 본 발명의 제2의 실시예의 인터럽션제어장치는 인터럽션요구컨트롤러를 포함한다.

각각의  인터럽션요구레지스터는  인터럽션요구레지스터에  대응하는  프로세서소자  이외의  적어도 프로
세서소자에  대응하는  다수의  제1의  인터럽션요구비트와  다수의  주변장치에  대응하는  다수의  제2의 
인터럽션요구비트를  포함한다.  각각의  제1의  인터럽션요구비트는  대응하는  프로세서소자에  의해 설
정된다.  각각의  제2의  인터럽션요구비트는  대응하는  주변장치에서의  인터럽션요구의  발생에  따라서 
비트설정수단에  의해  설정된다.  인터럽션요구비트의  설정은  대응하는  프로세서소자  또는 주변장치에
서의 인터럽션요구의 발생을 나타낸다.

각각의  인터럽션인에이블레지스터는  제1의  인터럽션요구비트에  대응하는  다수의  제1의 인터럽션인에
이블비트와  대응하는  인터럽션요구레지스터의  제2의  인터럽션요구비트에  대응하는  다수의  제2의 인
터럽션인에이블비트를  포함한다.  인터럽션인에이블비트의  각각은  대응하는  인터럽션요구레지스터의 
대응하는  인터럽션요구비트에  의해  표시된  인터럽션요구의  허가를  표시하도록  인터럽션요구  및 인에
이블레지스터에 대응하는 프로세서소자에 의해 설정된다.

인터럽션요구컨트롤러는  인터럽션요구비트와  인터럽션인에이블비트의  설정에  응답한다. 인터럽션요
구컨트롤러는  인터럽션요구비트와  인터럽션인에이블비트의  설정에  따라서  인터럽션요구비트와 인터
럽션인에이블비트가  설정되어  속해  있는  인터럽션요구레지스터와  인터럽션인에이블레지스터에 대응

하는 프로세서소자에 인터럽션요구를 출력한다.

본  발명의  제3의  실시예는  다수의  상호접속된  프로세서소자와  다수의  주변장치를  갖는 멀티프로세서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인터럽션제어장치를  마련한다.  인터럽션제어장치는  제1의  인터럽션요구선에 의
해  프로세서소자의  각각에  접속되고,  제2의  인터럽션요구선에  의해  주변장치의  각각에  접속되어 있
다.  본  발명의  제3의  실시예는  프로세서소자와  주변장치  사이의  인터럽션요구의  제어를  위해 마련된
다.

본  발명의  제3의  실시예의  인터럽션제어장치는  다수의  주변장치에  대응하는  다수의 인터럽션요구레
지스터를  갖는  인터럽션제어레지스터를  포함한다.  각각의  인터럽션요구레지스터는  프로세서소자의 

각각에서 리드액세스 가능하게 된다.

또한,  인터럽션제어레지스터는  다수의  인터럽션요구레지스터에  대응하는  다수의 인터럽션인에이블레
지스터를  포함한다.  각각의  인터럽션인에이블레지스터는  프로세서소자의  각각에서  라이트액세스 가
능하게 된다.

본 발명의 제3의 실시예의 인터럽션제어장치는 또 인터럽션요구컨트롤러를 포함한다.

인터럽션요구레지스터의  각각은  각각의  인터럽션요구비트가  설정되었을  때  인터럽션요구레지스터에 
대응하는  주변장치에서  인터럽션요구비트에  대응하는  프로세서소자로  인터럽션요구의  발생을 표시하
는 다수의 프로세서소자에 대응하는 다수의 인터럽션요구비트를 포함한다.

인터럽션인에이블레지스터의  각각은  대응하는  인터럽션요구레지스터내의  다수의  인터럽션요구비트에 
대응하는  다수의  인터럽션인에이블비트를  포함한다.  각각의  인터럽션인에이블비트가  프로세서소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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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설정되었을  때는  인터럽션요구  및  인에이블레지스터에  대응하는  주변장치에서  인터럽션요구  및 
인에이블비트에 대응하는 프로세서소자로 인터럽션요구에 대한 허가를 나타낸다.

인터럽션요구가  주변장치에서  발생되었을  때,  인터럽션요구컨트롤러는  주변장치에  대응하는 인터럽
션요구레지스터에  프로세서소자에  대응하는  인터럽션요구비트를  설정한다.  인터럽션요구비트의 설정
에  따라서  인터럽션요구컨트롤러는  인터럽션요구가  허가된  것을  대응하는 인터럽션인에이블레지스터
의  대응하는  인터럽션인에이블비트가  나타날  때  인터럽션요구비트에  대응하는  프로세서소자로 인터
럽션요구를 출력한다.

본  발명의  인터럽션제어장치는  단일  반도체집적회로칩상에  구성된다.  인터럽션제어장치는  포함하는 
이러한  칩은  그의  인터럽션요구를  제어하는데  필요로  되는  어떤  형식의  프로세서시스템에도  삽입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제1의  실시예의  칩은  인터럽션제어장치의  외부에서  리드액세스를  각각  허가하는  다수의 
인터럽션요구레지스터를  갖는  인터럽션제어레지스터를  구비한  인터럽션제어장치를  그  위에  형성하고 
있다.  인터럽션요구레지스터의  각각은  인터럽션요구의  발생을  나타내도록  설정되는  적어도  하나의 
인터럽션요구비트를 포함한다.

또한,  본  발명의  제1의  실시예의  인터럽션제어레지스터에는  다수의  인터럽션요구레지스터에 대응하
는  다수의  인터럽션인에이블레지스터가  마련되어  있다.  인터럽션인에이블레지스터의  각각은 인터럽
션제어장치의  외부에서  라이트액세스  가능하게  된다.  각각의  인터럽션인에이블레지스터는  대응하는 
인터럽션요구레지스터의  적어도  하나의  인터럽션요구비트에  대응하는  적어도  하나의 인터럽션인에이
블비트를  포함한다.  각각의  인터럽션인에이블비트는  대응하는  인터럽션요구레지스터의  대응하는 인
터럽션요구비트로 표시된 인터럽션요구의 허가를 나타내도록 설정된다.

또한  본  발명의  제1의  실시예의  칩상의  인터럽션제어장치는  인터럽션요구레지스터내에 인터럽션요구
비트가  인터럽션요구의  발생을  나타내도록  설정되었을  때,  인터럽션요구레지스터에  대응하는 인터럽
션  신호를  발생하는  인터럽션요구컨트롤러를  포함한다.  인터럽션  신호는  인터럽션요구가  허가된 것
을  인터럽션요구비트에  대응하는  인터럽션인에이블비트가  나타내도록  설정되었을  때, 인터럽션요구
컨트롤러에  의해  출력된다.  본  발명의  제1의  실시예의  칩상의  인터럽션제어장치는  또  입력신호에 따
라서 고유의 인터럽션요구레지스터에 인터럽션요구비트를 설정하는 비트설정장치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제2의  실시예의  칩은  인터럽션제어장치의  외부에서  적어도  리드액세스를  허가하는  다수의 
인터럽션요구레지스터를  갖는  인터럽션제어레지스터를  구비한  인터럽션제어장치를  그  위에  형성하고 
있다.  인터럽션요구레지스터의  각각은  인터럽션요구의  발생을  표시하도록  설정되는  적어도  하나의 
인터럽션요구비트를 포함한다.

또한,  인터럽션제어레지스터는  다수의  인터럽션요구레지스터에  대응하는  다수의 인터럽션인에이블레
지스터를  포함한다.  인터럽션인에이블레지스터의  각각은  인터럽션제어장치의  적어도  외부에서 라이
트액세스  가능하다.  각각의  인터럽션인에이블레지스터는  대응하는  인터럽션요구레지스터의  적어도 
하나의  인터럽션요구비트에  대응하는  적어도  하나의  인터럽션인에이블비트를  포함한다. 인터럽션인
에이블비트의  각각은  대응하는  인터럽션요구레지스터의  대응하는  인터럽션요구비트로  표시된 인터럽
션요구의 허가를 표시하도록 설정된다.

본  발명의  제2의  실시예의  칩상의  인터럽션제어장치는  입력신호에  따라서  인터럽션요구비트를 설정
하는 비트설정장치를 포함한다.

인터럽션요구컨트롤러는  인터럽션요구레지스터내에  인터럽션요구비트가  인터럽션요구의  발생을 표시
하도록  설정될  때,  인터럽션요구레지스터에  대응하는  인터럽션  신호를  발생하기  위해  본  발명의 제2
의  실시예의  칩상의  인터럽션제어장치내에  마련된다.  인터럽션  신호는  인터럽션요구가  허가된  것을 
인터럽션요구비트에  대응하는  인터럽션인에이블비트가  나타내도록  설정될  때 인터럽션요구컨트롤러
에  의해  출력된다.  또한,  본  발명의  제2의  실시예의  칩은  그  위에  인터럽션제어장치와  함께 프로세
서시스템의 버스를 제어하는 버스제어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이하,  제1도  내지  제8도를  참조해서  멀티프로세서시스템에  접속된  인터럽션제어장치의  제1,  제2  및 
제3의  실시예와  하나의  반도체집적회로칩상에  형성된  인터럽션제어장치의  제1  및  제2의  실시예에 대
해서 설명한다.

본  발명의  장치는  통상  제1도  및  제2도에  도시한  것이며,  제1도는  다수의 프로세서소자(103-1)∼
(103-4)를  갖는  멀티프로세서시스템을  도시한  것이다.  프로세서소자(103-1)∼(103-4)는  제1의 버스
(101)에  의해  상호접속되어  있다.  또한,  주변장치(106-1)∼(106-24)중의  몇  개는  I/O  장치이어도 좋
은  다수의  주변장치(106-1)∼(106-24)도  마련되어  있다.  또한,  멀티프로세서시스템의 인터럽션요구
를  제어하는  인터럽션제어장치(104)도  마련되어  있다.  이  인터럽션제어장치(104)는  제1의 인터럽션
요구선(109-1)∼(109-4)에  의해  프로세서소자의  각각에  접속되어  있다.  또, 인터럽션제어장치(104)
는  제2의  인터럽션요구선(110-1)∼(110-24)에  의해  주변장치(106)의  각각에  접속되어  있다.  이 주변
장치는  제2의  버스(102)에  의해  상호접속되어  있다.  버스제어장치(105)는  그의  동작을  제어하기 위
하여  제1의  버스(101)과  제2의  버스(102)  사이에  접속되어  있다.  인터럽션제어장치(104)는 버스커넥
터(108)을 통해서 제1의 버스(101)을 제어한다.

인터럽션제어장치(104)는  인터럽션요구를  제어하는  인터럽션요구컨트롤러(111)과  인터럽션요구에 대
해서  정보를  유지하는  인터럽션제어레지스터(107)을  포함한다.  인터럽션제어레지스터(107)의  상세한 
것은  인터럽션요구레지스터  CHINT  1∼4와  대응하는  인터럽션인에이블레지스터  CHENB  1∼4를  갖는 것
으로써  제2도에  도시한다.  인터럽션요구레지스터  CHINT의  각각에  포함된  인터럽션요구비트(201)은 
소자(205)에  대해서  비트  CI1∼24로써  표시되고,  인터럽션인에이블레지스터  CHENB의  각각에  포함된 
인터럽션인에이블비트(202)는  소자(206)에  대해서  비트  CE1∼24로써  표시된다.  또,  인터럽션요구가 
주변장치(106-1)∼(106-24)에  의해  발생되었을  때,  인터럽션요구비트  CI1∼24를  설정하기  위해 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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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장치(113)이 마련된다.

본  발명의  제1의  실시예에  따르면,  제1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다수의  상호접속된 프로세서소자(103-
1)∼(103-4)를  갖는  멀티프로세서시스템에서  동작하는  인터럽션제어장치(104)를  마련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제1의 실시예는 프로세서소자 사이의 인터럽션요구의 제어를 위해 마련된다.

제1의  실시예의  인터럽션제어장치(104)는  제4도에  도시한  바와같이  다수의 프로세서소자(103-1)∼
(103-4)에  대응하는  다수의  인터럽션요구레지스터  PPINT1-4와  (301-1)∼(301-4)를  갖는 인터럽션요
구레지스터(107)을  포함하고  있다.  각각의  인터럽션요구레지스터  PPINT는  대응하는 프로세서소자
(103)에서  리드액세스  및  대응하는  프로세서소자(103)  이외의  적어도  프로세서소자(103)에서 라이트
액세스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제1의  실시예의  인터럽션제어장치(104)는  다음에  그의  동작을 
설명하는 인터럽션요구컨트롤러(111)을 포함한다.

인터럽션요구레지스터  PPINT의  각각은  프로세서소자(103-1)∼(103-4)에  대응하는  다수의 인터럽션요
구비트  PI1-PI4를  포함한다.  각각의  인터럽션요구비트  PI는  대응하는  프로세서소자(103)에서의 인터
럽션요구의 발생을 나타내도록 대응하는 프로세서소자(103)에 의해 설정된다.

인터럽션요구컨트롤러(111)은  인터럽션요구레지스터  PPINT의  인터럽션요구비트  PI의  설정에 응답한
다.  인터럽션요구레지스터  PPINT의  인터럽션요구비트  PI의  설정은  프로세서소자에서  인터럽트요구가 
전달되는  프로세서소자(103)에  대응하는  고유  인터럽션요구레지스터  PPINT로의  라이트액세스에  의해 
실행된다.

예를  들면,  제1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프로세서소자(103-4)를  위해  프로세서소자(103-1)의 인터럽
트를  요구하도록  프로세서소자(103-4)는  프로세서소자(103-1)에  대응하는  인터럽션요구레지스터 
PPINT1의  라이트액세스를  실행한다.  라이트액세스시에  프로세서소자(103-4)는  인터럽션요구레지스터 

PPINT1의 프로세서소자(103-4)에 대응하는 인터럽션요구비트 PI4를 설정한다.

인터럽션요구레지스터  PPINT1의  인터럽션요구비트  PI4의  설정에  응답해서 인터럽션요구컨트롤러
(111)은 프로세서소자(103-1)의 인터럽션을 요구한다.

본  발명의  제1의  실시예에서는  상기한  예에서의  인터럽션요구레지스터  PPINT1에서  리드액세스동작을 
실행하는  프로세서소자(103)을  갖는  것에  의해  인터럽션요구원을  결정할  수  있다. 프로세서소자
(103-1)에  의해  실행된  리드액세스동작은  인터럽션요구레지스터  PPINT1의  인터럽션요구비트  PI4가 

프로세서소자(103-4)로써 인터럽션요구원을 표시하여 설정되는 것을 결정한다.

본  발명의  제1의  실시예에서는  인터럽션요구레지스터  PPINT1-4에  대응하는  다수의 인터럽션인에이블
레지스터  PPENB1-4가  프로세서소자(103)의  인터럽트의  발생을  방지하도록  인터럽션제어장치(104)의 
인터럽션제어레지스터(107)에  마련된다.  이  특징은  프로세서소자(103)에  의해  실행되는  중요한 동작
을 인터럽트하지 않도록 하는데 유용하다.

각각의  인터럽션인에이블레지스터  PPENB는  프로세서소자(103-1)∼(103-4)에  대응하는  다수의 인터럽
션인에이블비트  PEN1∼PEN4를  포함한다.  각각의  인터럽션인에이블비트  PEN은  인터럽션인에이블비트 
PEN이  속하는  인터럽션인에이블레지스터  PPENB에  대응하는  인터럽션요구레지스터  PPINT의  대응하는 
인터럽션요구비트  PI에  의해  표시된  인터럽션요구의  허가를  나타내도록  대응하는 프로세서소자(10
3)에 의해 설정된다.

따라서,  본  발명의  제1의  실시예에서는  인터럽션인에이블레지스터  PPENB1∼4가  마련되었을  때, 인터
럽션요구컨트롤러(111)은  인터럽션요구비트  PI  및  인터럽션인에이블비트  PEN의  설정에  응답한다.  본 
발명의  제1의  실시예에  있어서,  인터럽션요구비트  PI와  대응하는  인터럽션인에이블비트  PEN의 설정
에  따라서  인터럽션요구컨트롤러(111)은  인터럽션요구비트  PI와  인터럽션인에이블비트  PEN이  각각 
속하는  인터럽션요구레지스터  PPINT와  인터럽션인에이블레지스터  PPENB에  대응하는 프로세서소자

(103)에 제1의 인터럽션요구선(109)를 거쳐서 인터럽션요구를 출력한다.

본  발명의  제2의  실시예는  제1도,  제5도  및  제7도에  도시한  바와같이  다수의  상호접속된 프로세서소
자(103)과  다수의  주변장치(106-1)∼(106-24)를  갖는  멀티프로세서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인터럽션제
어장치(104)를  마련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제2의  실시예는  프로세서소자  사이  및  프로세서소자와 
주변장치 사이의 인터럽션요구의 제어를 위해 마련된다.

제2의  실시예의  인터럽션제어장치(104)는  제5도에  도시한  바와같이  다수의 프로세서소자(103-1)∼
(103-4)에  대응하는  다수의  인터럽션요구레지스터  PPINT1-4/CHINT1-4와  다수의 인터럽션요구레지스
터  PPINT1-4/CHINT1-4에  대응하는  다수의  인터럽션인에이블레지스터  PPENB1-4/CHENB1-4를  갖는 인터
럽션제어레지스터(107)을  포함한다.  또한,  제2의  실시예의  인터럽션제어장치는 인터럽션요구컨트롤

러(111)과 비트설정장치(113)을 포함한다.

인터럽션요구레지스터  PPINT/CHINT의  각각은  적어도  대응하는  프로세서소자(103)에서  리드액세스  및 
대응하는 프로세서소자(103) 이외의 적어도 프로세서소자(103)에서 라이트액세스가 가능하게 된다.

각각의  인터럽션요구레지스터  PPINT/CHINT는  프로세서소자(103-1)∼(103-4)에  대응하는  PI1-PI4로써 
표시된  다수의  제1의  인터럽션요구비트(301-1)∼(301-4)와  주변장치(106-1)∼(106-24)에  대응하는 
CI1-24로  표시된  다수의  제2의  인터럽션요구비트(202-1)∼(202-4)를  포함한다.  각각의  제1의 인터럽
션요구비트  PI는  대응하는  프로세서소자(103)에  의해  설정된다.  각각의  제2의  인터럽션요구비트 CI
는  대응하는  주변장치에서의  인터럽션요구의  발생에  따라서  비트설정장치(113)에  의해  설정된다. 인
터럽션요구비트  PI/CI의  설정은  대응하는  프로세서소자(103)  또는  주변장치(106)에서의 인터럽션요
구의 발생을 나타낸다.

각각의  인터럽션인에이블레지스터  PPENB/CHENB는  인터럽션요구레지스터  PPINT/CHINT와 PPENT/CHENB
에 대응하는 적어도 프로세서소자에서 라이트액세스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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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인터럽션인에이블레지스터  PPENB/CHENB는  다수의  제1의  인터럽션요구비트  PI1-4에  대응하는 
PEN1-PEN4로  표시된  다수의  제1의  인터럽션인에이블비트(302-1)∼(302-4)와  제2의  인터럽션요구비트 
CI1∼CI24에  대응하는  CE1∼CE24로  표시된  다수의  제2의  인터럽션인에이블비트(204-1)∼(204-24)를 
포함한다.  각각의  인터럽션인에이블비트  PEN/CE는  인터럽션요구레지스터  PPINT/CHINT의  대응하는 인
터럽션요구비트  PI/CI로  표시된  인터럽션요구의  허가를  표시하도록  대응하는  프로세서소자(103)에서 
라이트액세스에  의해  설정된다.  따라서,  인터럽션인에이블레지스터  PPENB/CHENB의  각각의 인터럽션
인에이블비트  PEN1∼CE24를  사용하는  것에  의해  인터럽션요구의  발생을  방지하여  대응하는 프로세서
소자(103)은 인터럽트해서는 안되는 중요한 동작을 연속적으로 실행할 수 있다.

인터럽션요구컨트롤러(111)은  각각  인터럽션요구레지스터  PPINT/CHINT  및  인터럽션인에이블레지스터 
PPENB/CHENB내의  인터럽션요구비트  PI1-CI24의  설정  및  인터럽션인에이블비트  EPN1-CE24의  설정에 
응답한다.  인터럽션요구컨트롤러(111)은  인터럽션요구비트  PI1-CI24의  설정  및 인터럽션인에이블비
트  PEN1-CE24의  설정에  따라서  인터럽션요구비트  PI1-CI24와  인터럽션인에이블비트  PEN1-CE24가 각
각  속해  있는  인터럽션요구레지스터  PPINT/CHINT와  인터럽션인에이블레지스터  PPENB/CHENB에 대응하
는 프로세서소자(103)으로 인터럽션요구를 출력한다.

인터럽션요구컨트롤러(111)은  인터럽트요구가  출력되어야  하는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인터럽션요구비
트 PI1-CI24와 인터럽션인에이블비트 PEN1-CE24를 AND하는 것에 의해 동작된다.

본  발명의  제2의  실시예는  인터럽션요구가  대응하는  프로세서소자(103)에  대해서  허가되었는가를 인
터럽션인에이블레지스터  PPENB1-4/CHENB1-4의  각각의  인터럽션인에이블비트  PEN가  나타내고, 프로세
서소자(103)  또는  주변장치(106)중의  어느  하나에서  인터럽트요구가  발생되었다는  것을 인터럽션요
구레지스터  PPINT1-4/CHINT1-4의각각의  인터럽션요구비트  PI/CI가  나타내는  상기  제1의  실시예에 대
해서  모두  마찬가지로  작용한다.  인터럽션요구컨트롤러(111)은  프로세서소자(103)  또는 주변장치
(106)중의  어느  하나에  대응하는  인터럽션요구비트  PI1-CI24의  설정  및  인터럽션요구비트 PI1-
CI24에  대응하는  인터럽션인에이블비트  PEN1-CE24의  설정에  따라서  인터럽션요구비트  PI1-CI24와 인
터럽션인에이블비트  PEN1-CE24가  각각  속해  있는  인터럽션요구레지스터  PPINT/CHINT와 인터럽션인에
이블레지스터 PPENB/CHENB에 대응하는 프로세서소자(103)으로 인터럽션요구를 출력한다.

본  발명의  제2의  실시예에서는  인터럽션요구가  출력되어  있는  프로세서소자(103)이  그  안의 인터럽
션요구비트  PI/CI의  설정에  의해  프로세서소자(103)  또는  주변장치(106)중의  어느  하나가 인터럽션
요구원인  것을  나타내는  대응하는  인터럽션요구레지스터  PPINT/CHINT의  리드액세스동작을  실행하는 
것에 의해 인터럽션요구원을 결정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제3의  실시예는  제1도  및  제6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다수의  상호접속된 프로세서소자
(103-1)∼(103-4)와  다수의  주변장치(106-1)∼(106-24)를  갖는  인터럽션제어장치(104)를  마련한다. 

본 발명의 제3의 실시예는 프로세서소자와 주변장치 사이의 인터럽션요구의 제어를 위해 마련된다.

제3의  실시예의  인터럽션제어장치(104)는  제6도에  도시한  바와같이  다수의 주변장치(106-1)∼(106-
24)에  대응하는  다수의  인터럽션요구레지스터  CHINT1-24와  다수의  인터럽션요구레지스터 CHINT1-
24에  대응하는  다수의  인터럽션인에이블레지스터  CHENB1-24를  갖는  인터럽션제어레지스터(107)을 포
함한다.

각각의  인터럽션요구레지스터  CHINT는  다수의  프로세서소자(103-1)∼(103-4)의  각각에서 리드액세스
가능하게  된다.  각각의  인터럽션요구레지스터  CHINT는  다수의  프로세서소자(103-1)∼(103-4)에 대응
되었을  때  CI로  표시된  다수의  인터럽션요구비트(201)을  포함한다.  각각의  인터럽션요구비트 CI1-
CI4는  인터럽션요구비트  CI1-CI4가  인터럽션요구비트  CI에  대응하는  프로세서소자(103)에  속하는 인
터럽션요구레지스터 CHINT에 대응하는 주변장치(106)에서 인터럽션요구의 발생을 나타낸다.

각각의  인터럽션인에이블레지스터  CHENB는  다수의  프로세서소자(103)의  각각에서  라이트액세스 가능
하게  된다.  각각의  인터럽션인에이블레지스터는  대응하는  인터럽션요구레지스터  CHINT내의  다수의 
인터럽션요구비트  CI1-CI4에  대응하는  CE1-CE4로  표시된  다수의  인터럽션인에이블비트(202)를 포함
한다.  대응하는  프로세서소자(103)에  의해  설정되었을때에  각각의  인터럽션인에이블비트  CE는 인터
럽션요구에  대응하는  주변장치(106)와  인에이블레지스터  CHINT  및  CHENB에서  인터럽션요구와 인에이
블비트 CI 및 CE에 대응하는 프로세서소자(103)으로의 인터럽션요구에 대한 허가를 나타낸다.

인터럽션요구컨트롤러(111)은  프로세서소자(103)에  대한  인터럽션요구가  주변장치(106)에서 발생되
었을  때,  주변장치(106)에  대응하는  인터럽션요구레지스터  CHINT에  프로세서소자(103)에  대응하는 
인터럽션요구비트  CI를  설정한다.  또한,  인터럽션요구비트  CI에  대응하는  인터럽션인에이블비트 CE
가  대응하는  프로세서소자(103)에서  라이트동작을  거쳐서  설정되면,  인터럽션요구컨트롤러(111)은 
인터럽션요구레지스터  CHINT와  인터럽션인에이블레지스터  CHENB의  인터럽션요구비트  CI와 인터럽션

인에이블비트 CE에 각각 대응하는 프로세서소자(103)으로 인터럽션요구를 출력한다.

제3도는 본 발명의 인터럽션제어장치(104)내에 포함된 소자를 더욱 상세하게 설명한 것이다.

인터럽션제어장치(104)는  리드/라이트신호(724),  스트로브신호(725)  및  어드레스(726)을  디코드해서 
래치(708),  (709),  (710)  및  (711)에  공급되는  부하타이밍신호(727-1)∼(727-4)를  출력하는 라이트
디코더(701)을  포함한다.  라이트액세스동작이  라이트디코더(701)에  의해  실행되었을  때,  선 D8∼D24
상의  데이타가  셀렉터(704),  (705),  (706)  및  (707)을  거쳐서  래치(708),  (709),  (710)  및  (711)에 
설정된다.  래치(703-1)∼(703-24)는  제2도에  도시한  바와같이  인터럽션요구레지스터  CHINT1-4에 대
응한다.  래치(703-1)∼(703-24)내의  데이타의  상태가  인터럽션요구레지스터의  각각에  대해서 동일하
고,  래치(703-1)∼(703-24)는  래치(708),  (709),  (710)  및  (711)의  각각의  군에  접속된  상태로 제3
도에 도시되어 있다.

래치(708-1)∼(708-24)는  인터럽션인에이블레지스터  CHENB1에  대응하고,  래치(709-1)∼(709-24)는 
인터럽션인에이블레지스터  CHENB2에  대응하고,  래치(710)∼(710-24)는  인터럽션인에이블레지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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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NB3에 대응하고, 래치(711-1)∼(711-24)는 인터럽션인에이블레지스터 CHENB4에 대응한다.

주변장치(106-1)∼(106-24)에서의  인터럽션요구는  제2의  인터럽션요구선(110-1)∼(110-24)에  의해 
래치(702-1)∼(702-24)에  각각  공급된다.  인터럽션요구는  래치(702-1)∼(702-24)내의  내부신호와 동
기해서 래치(703-1)∼(703-24)에 설정된다.

인터럽션요구를  제1의  인터럽션요구선(109-1)∼(109-4)에  의해  프로세서소자(103)으로  출력할  수 있
는  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래치(703-1)∼(703-24)의  각각과  래치(708-1)∼(711-24)의  각각은 AND게이
트(712-1)∼(715-24)에  의해  함께  AND된다.  예를  들면,  래치(703)의  비트가  대응하는 주변장치(10
6)에서의  인터럽션요구의  발생을  나타내도록  설정되고,  래치(703)의  비트에  대응하는  래치(708)의 
비트가  인터럽션요구의  인에이블(허가,  해제(unmaskea))을  나타내도록  설정되면, AND게이트(712-
1)∼(712-24)에서의  출력중의  하나가  OR게이트(717)에  설정되어  제1의  인터럽션요구선(109-1)상의 

인터럽션요구를 프로세서소자(103-1)로 출력한다.

AND게이트(713-1)∼(715-24)로부터의  출력은  래치(703-1)∼(703-24)의  비트중의  하나가 주변장치
(106)중의  하나에서의  인터럽션요구의  발생을  나타낼  때,  제1의 인터럽션요구선(109-2)∼(109-4)상
의  인터럽션요구를  출력하는  OR게이트(718)∼(720)으로  공급되고,  래치(709-1)∼(711-24)의 비트중

의 하나는 대응하는 프로세서소자(103)에 대해서 인터럽션요구가 허가된 것을 나타내도록 설정된다.

래치(708-1∼24),  (709-1∼24),  (710-1∼24)  및  (711-1∼24)에  각각  대응하는 인터럽션인에이블레지
스터  CHENB1-4의  데이타는  리드액세스동작이  리드디코더(721)을  거쳐서  실행되었을  때, AND게이트
(730-1∼24),  (731-1∼24),  (732-1∼24)  및  (733-1∼24)를  거쳐서  OR게이트(736-1∼24)에서 출력된
다.  또한,  디코더(721)에서의  리드액세스동작에  의해  래치(703-1∼24)에  각각  대응하는 인터럽션요
구레지스터  CHINT1-4의  데이타가  OR게이트(737)에서의  출력에  의해  OFF되는  AND게이트(734-1∼24)를 
거쳐서 출력된다.

제8도는  그  위에  형성된  인터럽션제어장치(104)와  제1  및  제2의  버스(101)  및  (102)를각각  제어하는 
버스컨트롤러회로(501)을  갖는  반도체집적회로칩(112)의  제1  및  제2의  실시예를  도시한  것이다. 버
스컨트롤러회로(501)은  버스커넥터(108)과  제2의  버스(102)에  접속되어  있다.  멀티프로세서시스템의 
다른 모든 소자는 제1도와 마찬가지로 해서 동일한 기능을 갖고 접속되어 있다.

단일집적회로칩(112)상에  형성된  인터럽션제어장치(104)는  그의  인터럽션요구를  제어하도록  임의의 
형식의 프로세서시스템내에 삽입될 칩을 사용할 수도 있다.

칩(112)내의  제1의  실시예는  칩(112)상에  형성된  인터럽션제어장치(104)에  대해서 인터럽션제어레지
스터(107)을  갖기  위해  마련된다.  인터럽션제어레지스터(107)은,  예를들면  제2도에  도시한  바와같이 
인터럽션제어장치(104)의 외부에서 리드액세스를 각각 허가하는 다수의 인터럽션요구레지스터 
CHINT1-4를  포함한다.  인터럽션요구레지스터  CHINT의  각각은  인터럽션요구의  발생을  설정하였을 때
를 나타내기 위해 CI1-24로 표시된 적어도 하나의 인터럽션요구비트(201)을 포함한다.

또한,  인터럽션제어레지스터(107)내에는  다수의  인터럽션요구레지스터  CHINT1-4에  대응하는  다수의 
인터럽션인에이블레지스터  CHENB1-4도  마련되어  있다.  각각의  인터럽션인에이블레지스터  CHENB는 인
터럽션제어장치(104)의  외부에서  라이트액세스  가능하게  된다.  각각의  인터럽션인에이블레지스터 
CHENB는  대응하는  인터럽션요구레지스터  CHINT의  적어도  하나의  인터럽션요구비트  CI1-24(201)에 대
응하는  CE1-24도  표시된  적어도  하나의  인터럽션인에이블비트(202)를  포함한다.  각각의 인터럽션인
에이블비트  CE는  대응하는  인터럽션요구비트  CI로  표시된  인터럽션요구의  허가를  설정하였을  때를 
나타낸다.

또한,  인터럽션제어장치(104)는  인터럽션요구의  발생을  나타내는  인터럽션비트  CI가  속해  있는 인터
럽션요구레지스터  CHINT에  대응하는  인터럽션  신호를  출력하는  인터럽션요구컨트롤러(111)도 포함하
고 있다.

인터럽션  신호는  인터럽션요구비트  CI에  대응하는  인터럽션인에이블비트  CE가  인터럽션요구가 허가
된 것을 나타낼 때 출력된다.

반도체집적회로칩의  제1의  실시예의  인터럽션제어장치(104)는  제2의  인터럽션요구선(110)의  하나에 
공급된  입력신호에  따라서  고유의  인터럽션요구레지스터  CHINT에  인터럽션요구비트  CI를  설정하는 
비트설정장치(113)을 포함한다.

제2의  실시예의  반도체집적회로칩(112)는,  예를들면  제2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다수의 인터럽션요구
레지스터  CHINT1-4와  다수의  대응하는  인터럽션인에이블레지스터  CHENB1-4를  포함하는 인터럽션제어
레지스터(107)을  갖는  인터럽션제어장치(104)를  그  위에  형성하고  있다.  각각의 인터럽션요구레지스
터  CHINT는  인터럽션제어장치(104)의  외부에서  적어도  리드액세스  가능하고,  각각의 인터럽션요구레
지스터  CHINT는  CI1-24로  표시된  다수의  인터럽션요구비트(201)을  포함한다.  각각의 인터럽션요구비
트 CI는 인터럽션요구의 발생을 나타낸다.

각각의  인터럽션인에이블레지스터  CHENB는  인터럽션제어장치(104)의  적어도  외부에서  라이트액세스 
가능하다.  각각의  인터럽션인에이블레지스터  CHENB는  CE1-24로  표시된  다수의 인터럽션인에이블비트
(202-1)을  포함한다.  각각의  인터럽션인에이블레지스터  CHENB에서는  다수의  인터럽션인에이블비트 
CE1-24가  대응하는  인터럽션요구레지스터  CHINT의  다수의  인터럽션요구비트  CI1-24에  대응한다. 인
터럽션인에이블비트  CE의  각각은  대응하는  인터럽션요구레지스터  CHINT의  대응하는 인터럽션요구비
트 CI로 표시된 인터럽션요구에 대한 허가를 나타낸다.

제2의  실시예에서의  칩(112)상의  인터럽션제어장치(104)는  제2의  인터럽션요구선(110)상에  공급된 
입력신호에 따라서 인터럽션요구비트 CI를 설정하는 비트설정장치(113)을 포함한다.

제2의  실시예에서의  칩상의  인터럽션제어장치(104)는  또  인터럽션요구의  발생을  표시하는 인터럽션
요구비트  CI가  속해  있는  인터럽션요구레지스터  CHINT에  대응하는  제1의  인터럽션요구선(109)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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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  인터럽션  신호를  출력하는  인터럽션요구컨트롤러(111)도  포함한다.  그러나,  인터럽션  신호는 
인터럽션요구비트  CI에  대응해서  인터럽션요구가  허가된  것을  나타내는  인터럽션인에이블비트  CE가 
설정될 때까지 출력되지 않는다.

또한,  제2의  실시예의  반도체집적회로칩(112)는  그  위에  형성된  인터럽션제어장치(104)와  함께 프로
세서시스템의 버스를 제어하는 버스컨트롤러회로(501)을 갖는다.

따라서,  본  발명의  상기  실시예에  따르면,  인터럽션요구가  주변장치  또는  프로세서소자에  의해 초기
화되었는가를  프로세서소자로  알리는  인터럽션요구를  효율적으로  제어하는데  필요한  하드웨어의 양
을  저감하는  다수의  프로세서소자를  갖는  멀티프로세서시스템의  동작을  위한  인터럽션제어장치가 마
련된다.

또,  본  발명의  상기  실시예에  따르면,  인터럽션제어장치는  인터럽션요구가  주변장치  또는 프로세서
소자에  의해  발생된  동시  및  순차적인  인터럽션명령을  효과적으로  제어하는  다수의  프로세서소자를 
갖는 멀티프로세서시스템에서 사용하기 위해 마련된다.

또한,  상술한  바와같이  본  발명에서는  초기화된  특정인터럽션요구와  주변장치  또는 프로세서소자로
부터의  인터럽션요구원을  식별하는  다수의  프로세서소자를  갖는  멀티프로세서시스템의  동작을  위해 
인터럽션제어장치가 마련된다.

이상  본  발명자에  의해서  이루어진  발명을  상기  실시예에  따라  구체적으로  설명했지만,  본  발명은 
상기  실시예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그  요지를  이탈하지  않는  범위에서  여러  가지로  변경  가능한 
것은  물론이다.  예를들면,  본  발명은  인터럽션요구와  인터럽션요구원의  식별을  요구하는  어떠한 것
에도 적용 가능하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다수의  상호접속된  프로세서소자를  포함하는  멀티프로세서시스템에서  인터럽션요구를  제어하고, 인
터럽션요구선에  의해  각각의  프로세서소자에  접속되어  있는  인터럽션제어장치에  있어서,  상기 프로
세서소자에  대응하는  다수의  인터럽션요구레지스터를  가지며,  각각의  인터럽션요구레지스터가 대응
하는  프로세서소자에서  적어도  리드액세스  가능하고,  상기  대응하는  프로세서소자  이외의  적어도 프
로세서소자에서  라이트액세스  가능하고,  상기  프로세서소자에  대응하는  다수의  인터럽션요구비트를 
포함하며,  상기  각각의  인터럽션요구비트가  상기  대응하는  프로세서소자에서  상기 인터럽션요구레지
스터에  대응하는  프로세서소자로  인터럽션요구의  발생을  표시하도록  대응하는  프로세서소자에  의해 
설정되는  인터럽션제어레지스터와  상기  인터럽션요구비트의  설정에  따라서 인터럽션요구레지스터내
에  인터럽션요구비트가  설정되었을  때  인터럽션요구를  인터럽션요구레지스터에  대응하는 프로세서소
자로 출력하는 인터럽션요구컨트롤러를 포함하는 인터럽션제어장치.

청구항 2 

특허청구의  범위  제1항에  있어서,  또  상기  대응하는  인터럽션요구레지스터에  대응하는  적어도 하나
의  프로세서소자에서  라이트액세스를  허가하는  상기  인터럽션제어레지스터내에  포함된  상기 인터럽
션요구레지스터에  대응하는  다수의  인터럽션인에이블레지스터를  포함하고,  상기  각각의 인터럽션인
에이블레지스터는  상기  대응하는  인터럽션요구레지스터의  상기  다수의  인터럽션요구비트에  대응하는 
다수의  인터럽션인에이블비트를  포함하고,  상기  각각의  인터럽션인에이블비트는  상기  대응하는 인터
럽션요구레지스터의  대응하는  인터럽션요구비트로  표시된  인터럽션요구의  허가를  표시하도록 대응하
는  프로세서소자에  의해  설정되고,  상기  인터럽션요구컨트롤러는  상기  인터럽션요구비트와 인터럽션
인에이블비트의  설정에  따라서,  상기  인터럽션인에이블비트가  설정되었을  때  상기 인터럽션요구비트
와  상기  인터럽션인에이블비트가  각각  속해  있는  상기  인터럽션요구레지스터와  상기 인터럽션인에이
블레지스터에 대응하는 프로세서소자로 인터럽션요구를 출력하는 인터럽션제어장치.

청구항 3 

특허청구의  범위  제2항에  있어서,  또  상기  멀티프로세서시스템은  제2의  인터럽션요구선에  의해  상기 
인터럽션제어장치에  각각  접속된  다수의  주변장치를  포함하고,  상기  각각의  인터럽션요구레지스터는 
상기  주변장치에  대응하는  다수의  제2의  인터럽션요구비트를  포함하고,  상기  각각의  제2의 인터럽션
요구비트는  대응하는  주변장치에서의  인터럽션요구의  발생을  표시하도록  비트설정수단에  의해 설정
되고,  상기  각각의  인터럽션인에이블레지스터는  상기  대응하는  인터럽션요구레지스터의  상기  제2의 
인터럽션요구비트에  대응하는  다수의  제2의  인터럽션인에이블비트를  포함하고,  상기  각각의 인터럽
션인에이블비트는  상기  대응하는  인터럽션요구레지스터의  대응하는  인터럽션요구비트로  표시된 인터
럽션요구의  허가를  표시하도록  대응하는  프로세서소자에  의해  설정되고,  상기 인터럽션요구컨트롤러
는  상기  인터럽션요구비트와  인터럽션인에이블비트의  설정에  따라서,  상기  인터럽션인에이블비트가 
설정되었을  때  상기  인터럽션요구비트와  상기  인터럽션인에이블비트가  각각  속해  있는  상기 인터럽
션요구레지스터와  상기  인터럽션인에이블레지스터에  대응하는  프로세서소자로  인터럽션요구를 출력

하는 인터럽션제어장치.

청구항 4 

다수의  상호접속된  프로세서소자와  다수의  주변장치를  포함하는  멀티프로세서시스템에서 인터럽션요
구를  제어하고,  제1의  인터럽션요구선에  의해  상기  프로세서소자의  각각에  접속되고,  제2의 인터럽
션요구선에  의해  상기  주변장치의  각각에  접속되어  있는  인터럽션제어장치에  있어서,  상기 프로세서
소자의  각각에서  각각  리드액세스  가능하고,  상기  프로세서소자의  각각에서  각각  라이트액세스 가능
하며,  상기  주변장치에  대응하는  다수의  인터럽션요구레지스터와  상기  인터럽션요구레지스터에 대응
하는  다수의  인터럽션인에이블레지스터를  갖는  인터럽션제어레지스터와  상기 인터럽션요구레지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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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응하는  주변장치에  의해  발생된  인터럽션요구에  따라서  인터럽션요구레지스터에 인터럽션요구
비트를  설정하고,  인터럽션요구가  허가된  것을  대응하는  인터럽션인에이블비트가  나타낼  때 설정되
어  있는  상기  인터럽션요구비트에  대응하는  프로세서소자로  인터럽션요구를  출력하는 인터럽션요구
컨트롤러를  포함하며,  각각의  인터럽션요구레지스터는  각각이  상기  인터럽션요구레지스터에 대응하
는  주변장치에서  상기  인터럽션요구비트에  대응하는  프로세서소자로  인터럽션요구의  발생을 표시하
도록  설정되고  상기  프로세서소자에  대응하는  다수의  인터럽션요구비트를  포함하고,  각각의 인터럽
션인에이블레지스터는  각각이  상기  대응하는  인터럽션요구레지스터에  대응하는  주변장치에서 대응하
는  인터럽션요구비트에  대응하는  프로세서소자로  인터럽션요구에  대한  허가를  표시하도록  대응하는 
프로세서소자에  의해  설정되고  대응하는  인터럽션요구레지스터내의  상기  다수의  인터럽션요구비트에 
대응하는 다수의 인터럽션인에이블비트를 포함하는 인터럽션제어장치.

청구항 5 

인터럽션제어장치의  외부에서  액세스  가능하며,  각각이  인터럽션요구의  발생이  설정된  때를 나타내
는  다수의  인터럽션요구비트를  갖는  다수의  인터럽션요구레지스터,  대응하는 인터럽션요구레지스터
의  인터럽션요구비트에  대응하고  각각이  상기  대응하는  요구레지스터의  대응하는 인터럽션요구비트
로  표시된  인터럽션요구에  대한  허가를  설정한  때를  나타내는  다수의  인터럽션인에이블비트를  갖고, 
상기  인터럽션요구레지스터에  대응하며,  각각이  상기  인터럽션제어장치의  외부에서  라이트액세스 가
능한  다수의  인터럽션인에이블레지스터와  상기  인터럽션요구비트와  인터럽션인에이블비트의  설정에 
따라서,  상기  인터럽션인에이블비트가  설정될  때  상기  인터럽션요구비트와  상기 인터럽션인에이블비
트가  각각  속해  있는  인터럽션요구레지스터와  인터럽션인에이블레지스터에  대응하는  인터럽션요구를 
출력하는 인터럽션수단을 포함하는 인터럽션제어장치.

청구항 6 

특허청구의  범위  제5항에  있어서,  또  입력신호에  대응하는  인터럽션요구비트를  설정하는 비트설정수
단을 포함하는 인터럽션제어장치.

청구항 7 

특허청구의  범위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인터럽션제어장치는  단일  반도체집적회로칩상에  형성되는 인
터럽션제어장치.

청구항 8 

특허청구의  범위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인터럽션제어장치는  단일  반도체집적회로칩상에  형성되는 인
터럽션제어장치.

청구항 9 

특허청구의  범위  제7항에  있어서,  또  상기  인터럽션제어장치와  함께  상기  칩상에  형성되어  버스를 
제어하는 버스제어장치를 포함하는 인터럽션제어장치.

청구항 10 

특허청구의  범위  제5항에  있어서,  또  상기  다수의  인터럽션요구레지스터와  상기  다수의 인터럽션인
에이블레지스터를  포함하는  인터럽션제어레지스터,  입력신호에  따라서  인터럽션요구비트를 인터럽션
요구레지스터에 설정하는 비트설정장치를 포함하는 인터럽션제어장치.

청구항 11 

특허청구의  범위  제10항에  있어서,  또  상기  인터럽션제어장치와  함께  상기  칩상에  형성되어  버스를 
제어하는 버스제어장치를 포함하는 인터럽션제어장치.

청구항 12 

다수의  프로세서소자와  상기  프로세서소자에  대응하는  다수의  인터럽션요구레지스터와 인터럽션요구
수단을  가지며,  상기  멀티프로세서시스템의  프로세서소자  사이의  인터럽션요구를  제어하는 인터럽션
제어장치를  포함하고,  각각의  인터럽션요구레지스터는  대응하는  프로세서소자에서  리드액세스를 허
가하고,  상기  대응하는  프로세서소자  이외의  적어도  프로세서소자에서  라이트액세스를  허가하며, 각
각의  프로세서소자에서의  인터럽션요구의  발생을  표시하도록  설정되는  다수의  인터럽션요구비트를 
포함하고,  상기  인터럽션요구수단은  인터럽션요구레지스터의  인터럽션요구비트의  설정에  따라서 설
정되어  있는  상기  인터럽션요구비트가  속해  있는  인터럽션요구레지스터에  대응하는  프로세서소자로 
인터럽션요구를 출력하는 멀티프로세서시스템.

청구항 13 

특허청구의  범위  제12항에  있어서,  또  상기  인터럽션제어장치내에  포함되어  상기 인터럽션요구레지
스터에  대응하는  다수의  인터럽션인에이블레지스터를  포함하고,  각각의  인터럽션인에이블레지스터는 
적어도  하나의  대응하는  프로세서소자에서  라이트액세스를  허가하고,  각각의 인터럽션인에이블레지
스터는  각각의  인터럽션인에이블비트가  설정되었을  때  대응하는  인터럽션요구레지스터의  대응하는 
인터럽션요구비트로  표시된  인터럽션요구에  대한  허가를  나타내고  대응하는  인터럽션요구레지스터의 
상기다수의  인터럽션요구비트에  대응하는  다수의  인터럽션인에이블비트를  포함하고,  상기 인터럽션
요구수단은  상기  인터럽션요구비트와  인터럽션인에이블비트의  설정에  따라서,  상기 인터럽션인에이
블비트가  설정되었을  때  상기  인터럽션요구비트와  상기  인터럽션인에이블비트가  각각  속해  있는 인
터럽션요구레지스터와  인터럽션인에이블레지스터에  대응하는  프로세서소자로  인터럽션요구를 출력하

는 멀티프로세서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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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4 

특허청구의  범위  제13항에  있어서,  또  다수의  주변장치를  포함하고,  상기  각각의 인터럽션요구레지
스터는  상기  주변장치에  대응하며,  각각이  대응하는  주변장치에서의  인터럽션요구의  발생을  설정할 
때를  나타내는  다수의  제2의  인터럽션요구비트를  포함하고,  상기  각각의 인터럽션인에이블레지스터
는  각각의  인터럽션인에이블비트가  설정되었을  때  대응하는  인터럽션요구레지스터의  대응하는 인터
럽션요구비트로  표시된  인터럽션요구의  허가를  나타내고  상기  제2의  인터럽션요구비트에  대응하는 
다수의  제2의  인터럽션인에이블비트를  포함하며,  상기  인터럽션요구수단은  프로세서소자  또는 주변
장치에  의해  발생된  인터럽션요구의  발생에  따라서  인터럽션요구레지스터에  상기  프로세서소자  또는 
주변장치에  대응하는  인터럽션요구비트를  설정하고,  상기  인터럽션요구비트에  대응하는 인터럽션인
에이블비트가  설정되었을  때  상기  인터럽션요구레지스터에  대응하는  프로세서소자로  인터럽션요구를 
출력하는 멀티프로세서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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