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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컴퓨터에서 CPU로 사용되는 마이크로프로세서의 시리얼 버스(serial bus)를 운영한 데이터 송
수신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마이크로프로세서에서 병렬식으로 데이터를 처리할 때 야기되는 핀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직병렬 방식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법에 관한 것이다. 마이크로프로세서
가 고성능화 되어 감에 따라서 한번에 처리하는 데이터의 숫자가 점차 늘어가는데 반해 패키지의 핀수를 
늘려가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종래의 완전 병렬 방식으로 전송하던 것
을 직병렬 방식으로 전송하므로 제한된 패키지 핀으로도 확장된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이 가능해 졌다. 
즉, 일시에 처리하는 데이터 크기인 n 비트를  n의 인수인 일정한 크기의 값(m)으로 나누어서 일회에 m 
비트씩 n/m 회에 걸쳐서 병렬 방식 및 직렬 방식을 함께 사용하여 송수신하는 것이 가능하다. 여기서   
마이크로프로세서의 데이터 송수신을 위한 외부 패키지 핀수는 m 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상기 마이크로프
로세서가 데이터 버스와 어드레스 버스를 공유하고 어드레스 버스의 크기가 데이터 버스의 크기보다 작을 
때 m을 어드레스 버스의 크기와 같거나 크게하는 것이 가능하다. 

대표도

도3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1은 종래의 완전 병렬 방식의 버스 사이클을 도시한 도면.

도2는 종래의 완전 병렬 방식의 하드웨어 구조를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

도3은 본 발명의 직병렬 방식의 버스 사이클을 도시한 도면.

도4는 본 발명의 직병렬 버스 구조의 마이크로프로세서와 메모리 모듈의 하드웨어 구성을 도시한 개략적
인 도면.

도5는 본 발명의 직병렬 버스 구조의 하드웨어 중 MDR 장치를 도시한 도면.

도6은 본 발명의 직병렬 버스 구조의 하드웨어 중 데이터 래치 장치를 도시한 도면.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MAR: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    MDR: 메모리 데이터 레지스터

MDSR: 메모리 데이터 쉬프트 레지스터

410: 메모리 데이터 레지스터 장치

420: 데이터 래치 장치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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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컴퓨터에서 CPU로 사용되는 마이크로프로세서의 시리얼 버스(serial bus)를 운영한 데이터 송
수신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마이크로프로세서에서 병렬식으로 데이터를 처리할 때 야기되는 핀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직병렬 방식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법에 관한 것이다.  

마이크로프로세서는 주로 컴퓨터의 CPU로 사용되고 있는데, 마이크로 명령을 실제로 실행하는 1개 또는 
여러 개의 대규모 집적회로(LSI)로 이루어진 전자회로를 말하며, 연산기능, 기억기능, 제어기능 등을 가
지고  있는  것으로서  원-칩(one-chip)화  되어  있다.  대표적인  마이크로프로세서로는  인텔사의 펜티엄
(Pentium), 펜티엄 프로(Pentium Pro)등과 모토롤라 사의 63000 계열의 마이크로프로세서들이 있다. 

마이크로프로세서의 발전사를 보면, 최초에는 4비트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그후 점차 
한번에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크기를 늘려서 8비트, 16비트 마이크로프로세서로 발전해 왔으며, 현재는 
32비트 마이크로프로세서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고성능 마이크로프로세서로서 이미 64비트 마이크로프로
세서도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그래픽 전용 마이크로프로세서들은 128비트 데이
터를 한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이처럼 마이크로프로세서의 발전사를 보면 한번에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의 크기를 늘리는 것이 관건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일시에 처리하는 데이터의 수를 늘림으로써 마이크로프로세서의 성능을 
크게 개선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128비트, 256비트 마이크로프로세서가 계속 개발될 전망이
다. 

그러나 이처럼 마이크로프로세서가 발전함에 따라서 중요한 문제점이 하나 대두된다. 즉, 한번에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의 크기만큼(일시에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의 비트 수만큼) 마이크로프로세서에서 나오는 
버스(bus)가 외부 메모리 모듈과 연결되어야 하는데, 마이크로프로세서의 패키징(packaging)시에 부착할 
수 있는 핀(pin)의 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의 크기를 늘리는데 한계점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256비트 마이크로프로세서의 경우에 데이터 버스만 외부로 연결시켜도 256개의 핀이 필요하다. 
또한 어드레스 버스를 64비트만 사용한다 할지라도 도합 300개의 핀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핀 숫자는 
현재의 패키징 기술로 하나의 패키지에서 설치할 수 있는 최대의 핀수에 가까운 숫자이다. 마이크로프로
세서가 동작하는데는 이러한 데이터 버스와 어드레스 버스 외에도 많은 제어 핀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
재와 같은 방법으로 버스를 그대로 외부 핀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는 더 이상의 데이터 처리 용량을 증가
시킬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이와 같이 마이크로프로세서의 핀을 늘리는데 따른 한계로 인해서 데이터 처리 용량을 확장시
킬 수 없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현재의 마이크로프로세서 데이터 버스 및 어드레스 버스
가 완전히 병렬 버스 방식인 것을 개선하여 병렬 버스에 직렬 버스 방식을 도입하여 적은 핀으로도 대용
량의 데이터를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 본 발명에서는 데이터 버스 및 어드레스 버스가 완전히 병렬 버스 방식인 것을 개선하여 병
렬 버스에 직렬 버스의 동작 방식을 도입하여 직병렬식으로 데이터를 처리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설명
하면, 한번에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의 크기가 256 비트라고 가정했을 때 종래의 완전 병렬 버스 방식으
로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마이크프로세서의 외부 패키지에 256개의 핀이 필요하게 된다. 그러나 본 
발명의 원리를 적용하게 되면 패키지의 핀수를 줄일 수가 있다. 즉, 본 발명의 원리를 사용하여 256 비트
를 한번에 전송하는 것이 아니고, 이를 4번에 나누어서 전송한다고 가정하게 되면, 64 비트를 4회에 걸쳐
서 전송이 가능하게 된다. 한번에 64비트의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은 종래의 방식대로 병렬 버스 방식으로 
하고, 이러한 과정을 4회에 걸쳐서 수행하는 것은 직렬 식으로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하므로  마이크로프로세서의  외부  패키지로  나오는  핀은  실제로  64개만  사용해도  충분하게 
된다. 즉, 64개의 핀 만으로도 256 비트의 데이터를 성공적으로 전송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본 발명의 원리를 사용하게 되면 일반적인 마이크로프로세서에서 어떠한 길이의 데이터도 전송이 
가능하게 된다. 말하자면, m 이 n 보다 작은 수이며, n 이 m 으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0 이 되는 수라고 
가정할 때, 즉, m 이 n 의 약수일 때, n 비트의 데이터 처리 용량을 갖는 마이크로프로세서에서 m 개의 
핀만을 외부 패키지로 빼내서 사용이 가능하다. 이때 한번에 전송되는 데이터의 용량은 핀수인 m 비트이
며, 마이크로프로세서의 데이터 처리 용량인 n 비트를 처리하는데는 n을 m 으로 나눈 몫(n/m) 만큼의 횟
수에 걸쳐서 반복되어 수행된다. 

본 발명에서 데이터 버스와 어드레스 버스를 공유하게 되는 경우, 패키지의 밖으로 빼내는 핀수는 어드레
스 버스의 수보다 크게 했을 때 최적의 효율을 얻을 수 있다. 어드레스 버스가 32 비트만 되어도 4 기가 
바이트의 메모리 영역을 참조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프로세서가 한번에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의 용
량이 점점 커진다 할지라도 어드레스 비트의 수를 늘릴 이유는 특별히 없다. 따라서 향후 128 비트, 256 
비트, 512 비트 등의 마이크로프로세서가 개발된다 할지라도 어드레스 버스의 크기는 32 비트 또는 64 비
트로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앞으로 대부분의 경우에 어드레스 버스가 데이터 버스의 크기보
다는 작을 것이다. 따라서 어드레스 버스의 비트 수 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데이터 버스 비트 수 보다는 
작은 2의 배수를 택하여 어드레스 및 데이터 핀으로 사용하면 최적의 효율을 얻을 것을 기대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어드레스를 한번에 외부 메모리 모듈로 전송할 수 있기 때문에 외부 메모리 버스 사이클을 줄
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데이터 버스와 어드레스 버스를 공유하지 않을 경우에는 m 이 어드레스 버스보다 더 클 필요는 없
다. 이때에는 마이크로프로세서의 성능을 최대화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수를 선택하면 된다. 단, m 의 
크기는 전술된 조건을 만족하는 숫자라야 한다.

본 발명을 실시하는데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종래의 완전 병렬 방식을 사용했을 때 한번에 데이터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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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능한 것에 반해서 본 발명의 경우에는 여러 번에 걸쳐서(전술된 예에서는 4번) 데이터를 전송하게 
되므로 마이크로프로세서의 성능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그리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현재의 마이크로프로세서는 내부에 512Kbyte에 달하는 내부 캐시를 장착하고 있으며, 앞으로 개
발될 마이크로프로세서는 캐시 용량이 더욱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내부 캐시 용량이 512Kbyte를 
넘어가면 캐시 히트(hit) 즉, CPU가 억세스하는 기억 장치의 내용이 캐시에 올라와 있어서 주기억 장치의 
억세스 없이 그 내용을 이용할 수 있는 비율이 99%에 가깝기 때문에 거의 모든 메모리 연산이 마이크로프
로세서 내부 캐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다시 말해, 실제로 패키지상의 외부 핀을 통한 데이터 전송은 거
의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크기를 늘림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마이
크로프로세서 성능 향상에 비해서 본 발명의 직병렬 방식의 버스를 적용하여 야기되는 마이크로프로세서
의 성능 저하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먼저 본 발명의 구성 및 동
작을 이해하기 위해서 종래의 완전 병렬 방식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본 발명은 이러한 병렬 방식에 직렬 
방식을 도입한 것이므로, 먼저 일반적인 데이터 전송에 관해 설명한다.

도1은 종래의 완전 병렬 방식의 버스 사이클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면의 상부에 도시된 클럭 신호는 시스
템 클럭 신호로서 마이크로프로세서와 메모리 모듈간의 동기를 맞추기 위해서 공급하는 신호이다. 다음 
신호인 ALE# 신호는 어드레스 래치 인에이블 신호로서 마이크로프로세서가 외부 모듈로 하여금 버스에 실
린 어드레스 값을 래치하도록 명령하는 신호이다. RW# 신호는 마이크로프로세서의 입장에서 현재의 신호
가 리드(Read) 인지 라이트(Write) 인가를 나타낸다. 이 신호가 0 일 때는 라이트 신호이며, 1 일 때는 
리드 신호이다. DataValid# 신호는 마이크로프로세서가 버스에 의미있는 데이터를 실었음을 나타내는 신
호이다. 이 신호는 0 일 때 인에이블된다. 즉, 0 일 때 마이크로프로세서 버스에 데이터가 실렸음을 나타
낸다. Ready# 신호는 외부 메모리 모듈이 발생하는 신호로서 라이트 시에는 데이터를 잘 받았다는 것을 
나타내고, 리드시에는 데이터를 버스에 실어 놓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A/D_BUS 에는 데이터와 어드레스 
신호가 실린다. 여기서 # 기호가 붙은 모든 신호는 0 일 때 인에이블임을 의미한다. 그리고 굵은 실선은 
의미없는 값을 나타낸다. 

도1은 완전 병렬 버스 방식에서 라이트 사이클과 리드 사이클에서 마이크로프로세서와 외부 메모리가 데
이터를 주고 받는 과정을 도시한다. 먼저 라이트 사이클을 보면 다음과 같다. 즉, 마이크로프로세서는 라
이트를 위해서 즉, 외부 메모리에 데이터를 기록해 넣기 위해서 RW# 신호를 0 로 만들게 된다. 동시에 
A/D 버스에 어드레스 값을 실은 후 ALE#를 0 로 떨어뜨림으로서 외부 메모리가 버스에 실린 어드레스 값
을 래치하여 데이터를 기록할 주소를 인식하게 된다. 이와같이 하여 라이트 사이클을 시작한다. 외부 메
모리 모듈은 시스템 클럭 신호가 포지티브 에지일 때 ALE# 값을 샘플링하고 있다가 ALE# 가 0 이면 버스
에 실린 어드레스 값을 래치한다. 그리고 WR# 신호를 참조하여 마이크로프로세서가 리드를 원하는지 라이
트를 원하는지를 체크하게 된다. 이 순간이 도면에 A로 표시되어 있다. 

마이크로프로세서는 한 클럭 주기동안 버스에 어드레스를 싣고 있다가 버스에 데이터를 싣고 DataValid# 
신호를 0 로 만든다. 외부 모듈은 다음 클럭의 포지티브 에지에서 데이터가 Valid(유효)한지를 체크하고 
데이터를 저장한 후 Ready# 신호를 0 로 만든다. 이 순간이 B 이다. 마이크로프로세서는 클럭의 네거티브 
에지에서 ready# 신호를 샘플링하다가 0 가 되면 라이트 사이클을 끝낸다. 이 순간이 C 이다. 

리드 사이클일 때에는 마이크로프로세서가 A/D BUS에 어드레스 값을 싣고, RW#의 값을 1 로 만든 다음, 
ALE#을 0 로 떨어뜨려서 리드 사이클을 시작하게 된다. 외부 메모리 모듈은 클럭의 포지티브 에지에서 
ALE#을 샘플링하고 있다가 0 이면, A/D BUS의 어드레스 값을 래치하고 RW# 값이 1 이므로 리드 사이클임
을 확인하게 된다. 이때 외부 모듈은 데이터를 준비하게 된다. 이 순간이 D 시점이다. 메모리 모듈에서 
데이터 준비가 완료되면, 이 값을 A/D BUS에 싣고 Ready# 신호를 0 으로 만든다. 이 순간이 E 이다. 마이
크로프로세서는 클럭의 네거티브 에지에서 Ready#를 샘플링하고 있다가 0 이되면 A/D BUS에 실린 데이터 
값을 읽어가고 리드 사이클을 마치게 된다. 이 순간이 F 이다. 

이와 같은 종래의 완전 병렬 방식의 하드웨어 구조는 개략적으로 도2와 같은 구조이다. 하드웨어 구조의 
세부적인 사항은 본 발명과 관련이 없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고 개략적인 구성을 도시한다. 마이크
로프로세서와 외부 모듈은 각각 버스 사이클을 제어하기 위하여 내부에 버스 장치(210)를 가지고 있다. 
이들 버스들은 여러 가지 제어 회로와 레지스터들을 가지고 있다. 버스 장치의 세부적인 구성은 본 발명
과 관계가 없으므로 간단히 모든 제어 회로들은 버스 제어 장치로 표현하였고 대표적인 레지스터들을 도
면에 도시하였다. 버스 제어 장치는 버스 장치를 구성하는 모든 하드웨어에 대한 제어 신호를 생성하고 
버스 사이클을 도시한 도1의 버스 사이클이 정확하게 유지되도록 관리한다. 도2는 어드레스 버스와 데이
터  버스를  공유하는  경우를  도시한  것으로서  마이크로프로세서의  버스  장치에  2  x  1  MUX(250)가 
필요하다. 이러한 2 x 1 MUX는 적절한 시점에 A/D BUS에 어드레스 또는 데이터를 싣기 위해서 필요한 장
치이다. MAR은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로서 데이터의 주소를 임시로 저장하는 레지스터이다. MDR은 메
모리 데이터 레지스터로서 메모리 데이터를 임시로 저장하는 레지스터이다. 외부 메모리 장치에도 어드레
스 래치와 데이터 래치가 있어서 메모리 어드레스와 데이터를 임시로 저장한다. 이와 같이 구성된 하드웨
어 구성에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도3은 본 발명의 직병렬 방식의 버스 사이클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면에 도시된 신호들의 동작은 종래에
서와 동일하다. 도3에서는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마이크로프로세서에서 한번에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의 
크기를 16 비트라고 가정한다. 즉, 전술된 n 값을 16 이라고 가정한다. 그리고 외부 패키지로 빼내어 사
용하는 핀의 수를 4라고 가정한다. 즉, m 값을 4 라고 가정한다. 또한 어드레스 버스의 비트의 크기를 4 
라고 가정한다. 이처럼 16 비트의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n/m 즉, 4 번으로 나누어서 4 비트씩 전송
해야 한다. 이때 도3은 버스 사이클을 적절히 나타내고 있다. 모든 신호 동작은 도1과 같으며, 데이터 전
송 부분이 4 사이클로 늘어났음을 볼 수 있다. 매 시스템 클럭의 한 클럭마다 데이터가 4 비트씩 전송되
게 된다. 이와 같은 버스 사이클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마이크로프로세서와 외부 메모리 모듈의 하드웨어 
구성이 종래와는 약간 달라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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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4는 본 발명의 직병렬 버스 구조의 마이크로프로세서와 메모리 모듈의 하드웨어 구성을 도시한 개략적
인 도면이다. 본 발명의 하드웨어 구성과 종래의 구성(도2)과의 차이점은, 종래의 구성에서 MDR과 DATA 
Latch가  단순한  레지스터인데  반해서  본  발명의  구성에서는  더  복잡한  구조의  MDR  장치(410)와  DATA 
Latch 장치(420)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물론 각각의 버스 제어 장치의 구조도 상당히 바뀌어야 하지만 본 
발명의 사상이 반영되도록 버스 제어 장치를 바꾸는 방법을 일일이 열거할 수 없으므로 생략하도록 한다. 
그러나 도3에 도시된 것과 같은 버스 사이클이 이루어지도록 버스 제어 장치를 바꾸어주어야 한다. 

본 발명의 핵심인 MDR 장치와 데이터 래치 장치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한다. 도5는 본 발명의 직병렬 버스 
구조의 하드웨어 중 MDR 장치를 도시한 도면이다. 역시 설명을 간단히 하기 위해서 본 실시예도 도3의 경
우와 마찬가지로 한번에 전송되는 데이터의 크기는 16 비트로 하고, 4비트씩 4번에 걸쳐서 전송하는 경우
를 예시한다. 먼저 본 고안의 MDR은 완전 병렬 방식의 MDR과 같은 역할을 한다. 다만 본 고안의 직병렬 
방식에서는 MDR의 데이터를 한번에 버스에 실어올 수 없으므로 m 개의 쉬프트 레지스터가 필요하다. 각 
쉬프트 레지스터의 비트 수는 n/m 으로 결정된다. 

MDR의 데이터들은 m 으로 나누어져서 각각의 쉬프트 레지스터들로 들어간다. 도5에서 MDR의 최하위 4 비
트는 4개의 MDSR(메모리 데이터 쉬프트 레지스터)의 최하위 비트 즉, 0 번째 비트로 들어간다. 그리고 다
음의 4 비트는 4개의 MDSR의 1번째 비트에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MDR의 내용물을 MDSR에 저장시킨다. 그
후 MDSR의 쉬프트 기능을 이용하여 MDSR 각각의 0 번째 비트부터 순서대로 데이터를 전송하면 도3과 같이 
시스템 클럭 신호의 매 클럭 주기마다 m 비트씩을 전송할 수 있다. 

데이터를 읽을 때는 데이터를 기록할 때와 반대로 메모리 모듈에서 온 데이터 신호를 A/D BUS에 실어서는 
MDSR에서 순차적으로 데이터를 입력 받은 후에 다시 MSR로 로딩하게 된다. MDR과 MDSR은 하드 와이어드
(hard wired)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하드웨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도6은 본 발명의 직병렬 버스 구조의 하드웨어 중 데이터 래치 장치를 도시한 도면이다. 이러한 데이터 
래치 장치는 외부 메모리 모듈에서 필요한 장치로서 그 동작은 도5의 MDR 장치에서와 같다. 즉, 16 비트
의 데이터를 4 비트씩 4번에 나누어서 전송 및 수신하기 위해서 4개의 데이터 쉬프트 레지스터(DSR0 - 
DSR3)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쉬프트 레지스터들은 마이크로프로세서와 데이터를 주고 받을 때 메모리 데
이터 쉬프트 레지스터(MDSR0 - MDSR3)와 직접 데이터를 주고 받게 된다. 

    발명의 효과

이와 같이 본 발명을 실시하므로 다음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즉, 마이크로프로세서가 고성능화 되
어 감에 따라서 한번에 처리하는 데이터의 숫자가 점차 늘어가는데 반해 패키지의 핀수를 늘려가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종래의 완전 병렬 방식으로 전송하던 것을 직병렬 방식
으로 전송하므로 제한된 패키지 핀으로도 확장된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이 가능해 졌다. 또한 직렬 방식을 
적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마이크로프로세서의 성능 저하를 최소화 시킬 수 있게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마이크로프로세서와 외부 메모리 모듈간에 외부 패키지 핀을 통해서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방법에 있어서,

일시에 처리하는 데이터 크기인 n 비트를 n의 인수인 일정한 크기의 값(m)으로 나누어서 일회에 m 비트씩 
n/m 회에 걸쳐서 병렬 방식 및 직렬 방식을 함께 사용하여 송수신하는 마이크로프로세서의 데이터 송수신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마이크로프로세서의 데이터 송수신을 위한 외부 패키지 핀수는 m인 마이크로프로세서의 데이터 송수신 방
법.

청구항 3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마이크로프로세서가 데이터 버스와 어드레스 버스를 공유하고 어드레스 버스의 크기가 데이터 버스
의 크기보다 작을 때 m을 어드레스 버스의 크기와 같거나 크게 하는 마이크로프로세서의 데이터 송수신 
방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마이크로프로세서와 외부 메모리 모듈간에 데이터를 병렬 및 직렬 방식으로 전송하기 위해서 마이크로프
로세서 버스 장치의 메모리 데이터 레지스터(MDR)는, n 비트 메모리 데이터 레지스터와 상기 레지스터에 
각각 연결된 m 개의 메모리 데이터 쉬프트 레지스터(MDSR)로 이루어지며, 상기 메모리 데이터 레지스터의 
최하위 m 개의 비트는 메모리 데이터 쉬프트 레지스터 각각의 최하위 비트(0 비트)와 연결되어 데이터를 
주고 받으며, 메모리 데이터의 최상위 m 개의 비트는 메모리 데이터 쉬프트 레지스터 각각의 최상위 비트
에 연결되어 데이터를 주고 받는 마이크로프로세서의 데이터 송수신 방법.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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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프로세서의 데이터 라이트(write) 동작에서는 메모리 데이터 레지스터의 데이터가 메모리 데이터 
쉬프트 레지스터로 전송된 후 상기 쉬프트 레지스터를 통해서 순차적으로 m 개의 비트가 병렬로 전달되며 
이와 같이 n/m 외에 걸쳐서 직렬로 전송되는 마이크로프로세서의 데이터 송수신 방법. 

청구항 6 

제1항 또는 제5항에 있어서,

외부 메모리 모듈의 데이터 래치도 마이크로프로세서의 메모리 데이터 레지스터와 같이, 마이크로프로세
서와 외부 메모리 모듈간에 데이터를 병렬 및 직렬 방식으로 전송하기 위해서 n 비트 데이터 래치와 상기 
데이터 래치에 각각 연결된 m 개의 데이터 쉬프트 레지스터(DSR)로 이루어지며, 상기 데이터 래치의 최하
위  m  개의  비트는  데이터  쉬프트  레지스터  각각의  최하위  비트(0  비트)와  연결되어  데이터를  주고 
받으며, 데이터 래치의 최상위 m 개의 비트는 데이터 쉬프트 레지스터 각각의 최상위 비트에 연결되어 데
이터를 주고 받는 마이크로프로세서의 데이터 송수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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