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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내용 없음.

대표도

도1

명세서

[발명의 명칭]

데이타 전송 방법

[도면의 간단한 설명]

본 발명은 첨부된 도면을 참조로 좀 더 상세하게 설명될 것이다.

제1도는 본 발명을 구체화하는 방법의 흐름 다이어그램.

제2도는 터미널 네트워크의 다이어그램.

제3도는 통신 모드에서의 메모리 사용을 나타내는 도면.

제4 및 5도는 직접 전송 모드 동작에서 메모리 사용을 나타내는 도면.

제6도는 대안 직접 전송 모드 동작에서 메모리 사용을 나타내는 도면.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술분야

본  발명은  데이타  통신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그러한  시스템에서  데이타를  전송하는  개량된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분야

공지된,  형의  데이타  통신  시스템에서,  다수의  억세스  터미널은  데이타  패킷  또는  프레임을 사용하
는  정보교환을  위해  공통  데이타  버스에  연결되어  있다.  그러한  시스템은  통상  데이타  버스와 터미
널  사이에  연결된  인터페이스  유닛을  갖고  있으며,  인터페이스는  실제로  그곳에  연합된  터미널에 대
한  프레임을  누산(전송)한다.  그러한  시스템은  종종  국부  네트워크  또는  LAN이라  불린다. 인터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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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유닛은  수신후  또는  전송전에  프레임을  지정하기  위한  수신  버퍼  영역  및  전송버퍼  영역을  갖고 
있는  메모리를  포함한다.  수신  및  전송  버퍼  영역은  실제로  처리되는  프레임의  길이에  따라서  함께 
연결될  수  있는  다수의  작은  버퍼  영역이다.  정보가  터미널로  부터  전송될때,  상기  터미널에서  제어 
유닛은  정보를  전송  버퍼에  적재시키고,  인터페이스  유닛에  상기  정보를  데이타  버스상으로 전송하
도록 통지한다. 비슷하게, 1프레임이 수신된 후에, 인터페이스 유닛은 지정된 수신 버퍼를 
하적하여,  터미널에  의한  사용을  위해  또는  부가  전송을  위해  정보를  메모리의  영역으로  이동시키는 
제어  유닛에게  통지한다.  작게  링크된  버퍼를  제공하면  개개의  프레임이  작을때  매우  효율적인 메모
리 사용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전송 또는 수신된 각각의 프레임은 버퍼를 적재 및 하적하기 위한 상
당한  제어  유닛  시간을  요한다.  그러므로,  대량의  정보가  작은  프레임으로  이동되야만  한다면,  제어 
유니트는  심각한  하중을  받기  때문에  문제점이  발생한다.  따라서  본  발명은  대량의  정보가 국부네트
워크로  운송될  수  있는  방법  및  배열을  제공하는  것이며,  상기  배열에서는  큰  프레임이  전송되며, 
최소한의 제어 유닛 시간을 요한다.

발명의 요약

상술된  문제는  본  발명의  원리에  따라  해결되며,  또한  기술적인  진보가  이루어진다.  버스에  의해 제
1제어  유닛,  제1코-프로세서  및  수신  버퍼  영역과  데이타  및  제어  영역을  포함하는  제1메모리를 구
비하는  터미널에  연결되는  데이타의  프레임을  전송하는  전송  유닛을  포함하는  장치에서, 제1코-프로
세서는  버스로  부터  데이타의  프레임을  수신하도록  세트되며,  또한  수신  버퍼  영역에서  수신된 데이
타의  프레임을  저장하도록  세트되며,  제l제어  유닛은  제l제어  유닛에  의한  사용을  위해  수신  버퍼 
영역으로  부터  수신된  데이타를  판독하고,  본  발명의  방법은  제1메모리의  데이타  및  제어  영역에서 
데이타가  저장되는  실제  위치인  특정  메모리  위치에  수신된  데이타의  프레임을  저장하도록 제1코-프
로세서를  세팅하는  단계와,  전송  유닛으로  데이타의  프레임을  터미널에  전송하는  단계와, 제1코-프
로세서로  데이타의  프레임을  특정  제1메모리  위치에  저장시키는  단계와,  데이타의  연속  프레임을 상
기 메모리의 수신 버퍼 영역에 저장하기 위하여 리세팅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따르면,  다수의  터미널은  통신  버스에  의해  상호  연결되어  있다.  데이타 프
레임의  교환을  위한  정규  모드인  통신  모드에서,  전송  터미널에서  중앙  처리  유닛은  전송되는 데이
타를  전송  터미널내의  메모리의  앞서  규정된  전송  버퍼  영역에  적재시킨다.  국부  네트워크 코-프로
세서는  전송  버퍼  영역을  판독하고,  버퍼로  부터  판독된  정보를  포함하는  버스상으로  데이타 프레임
을  전송한다.  전송  모드에서  수신  터미널은  버스로  부터  데이타  프레임을  수신하고,  수신된 프레임
을 메모리의 수신 버퍼 영역에 저장시킨다.  그후 수신 터미널에서 중앙 처리 유닛은 수신 버퍼 영역
을  판독하며,  그  데이타를  재선송의  사용을  위한  다른  위치로  이동시킨다.  실시예는  또한  데이타가 
전송  버퍼  영역에  있지  않은  메모리  위치로  부터  직접  전송되며,  데이타가  수신되자마다  수신  버퍼 
영역에  있지  않은  메모리  위치에  직접  저장되는  직접  전송모드로  작동한다.  직접  전송  모드로 들어
가기  위하여,  전송  터미널에서  코-프로세서를  제어하는  정보는  전송된  프레임에  대한  데이타가 데이
타를  저장하는  실제  메모리  위치로  부터  판독되도록  수정된다.  이것은  중앙  처리  유닛에  의한  전송 
버퍼  영역으로의  데이타  이동을  제거시킨다.  부가적으로,  수신  터미널을  제어하는  정보는  수신된 데
이터가  메모리  위치(수신  버퍼  영역이  아님)에  직접  기록되도록  수정된다.  이것은  수신중앙  처리 유
닛에  의한  수신  버퍼  영역으로  부터  수신된  데이타의  이동을  제거시킨다.  직접  전송의  완성되자마자 
두 터미널은 통신 모드 동작이 계속될 수 있게 재구성된다.

제2도는  국부  네트워크의  블록  다이어그램이다.  이  LAN은  데이타  버스(13)에  모두  연결되는 터미널
(10,11  및  12)을  포함한다.  각각의  터미널은  어드레스를  갖고  있으머,  데이타  버스(13)를  다른 터미
널과  데이타  프레임을  교환하는  능력이  있다.  데이타  프레임은  프레임의  소스와  목적지  및  타입 분
류를  규정하는  헤더  부분을  포함한다.  프레임은  또한  프레임에  의해  운송되는  실제  정보인  데이타 
부분을  포함한다.  타임분류는  연합된  프레임  예로,  데이타  또는  제어  정보의  형을  규정한다.  각각의 
터미널  예로,  10은  LAN코-프로세서(15)를  데이타  버스(13)에  연결시키는  버스  인터페이스(14)를 포
함한다.  LAN  코-프로세서(15)은  버스  인터페이스(14)를  통하여  데이타  버스(13)상의  정보를 연속해
서  분석한다.  데이타  버스(13)상의  프레임인  목적지  어드레스가  주어진  터미널  예로  10의 어드레스
일때  상기  주어진  터미널의  코-프로세서(15)는  프레임을  수신하여  그것을  버스  배열(17)  을  통하여 
메모리(16)의  버퍼  영역에  저장한다.  프레임의  성공적인  수신  및  저장에  따라서,  호스트  중앙  처리 
유닛(CPU)(18)에  통보한다.  그후  호스트  CPU(18)는  메모리(16)의  버퍼  영역으로  부터  상기  정보를 
제거하므로써  수신된  프레임의  정보  부분을  사용할  수  있다.  각각의  터미닐,  예로,  10은  비교적 작
은  세트의  지시  및  데이타를  저장하는  판독  전용메모리(21)를  구비한다.  저장된  지시  및  데이타는 
터미널을  초기화시키는데  사용된다.  ROM(21)은  또한  선정된  어드레스와  같은  어떤  선정된  상수를 저
장한다. 상기 ROM의 사용의 뒤에 설명된다.

본  실시예에서,  CPU(18)는  터미널(10)의  주  프로세서이며,  통신  라인들이  데이타  버스(13)상으로 통
신할  수  있도록  상기  통상  라인(20)을  코-프로세서(15)에  연결시키기  위해  스위치  네트워크(l9)을 
제어하는데  사용된다.  호스트  CPU(18)가  데이타  버스(13)상으로  전송하기를  원할때,  상기  CPU는 데
이타의  프레임을  메모리(16)의  버퍼  영역에  저장시킨다.  후에  더  상세히  설명되겠지만,  LAN 코-프로
세서(15)는  상기  버스가  휴지인  것으로  판정될때  버스(13)상으로  저장된  프레임을  전송한다.  본 실
시예에서,  LAN  코-프로세서(l5)는  인텔  82586일  수  있으며,  그것의  사용법은  1984년  인텔 코포레이
션에 의해 공개된 LAN 콤포넌트 유저 매뉴얼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제3도는  메모리(16)의  이용에  대한  좀더  상세한  표현이다.  CPU(18)가  사용을  위한  프로그램  및 데이
터  모두는  어떤  제어  정보와  LAN  코-프로세서(15)에  의해  사용되는  데이타  버퍼와  함께 메모리(16)
에  저장된다.  터미널,  예로,  10이  초기화될때,  CPU(18)는  데이타  프레임의  저장  및  전송을  제어하기 
위해  사용되는  메모리의  영역에서  메모리(16)의  선정된  위치에서  시스템  제어  블록(25)을  만든다. 
선정된  위치는  ROM(21)(제2도)에  저장된  데이타로  부터  결정된다.  시스템  제어  블록(25)은  프레임, 
디스크립터의  링크된  리스트를  지시하는  수신  프레임  포인터(26)을  포함한다.  상기  링크된  리스트는 
프레임  디스크립터(27  및  28)에  의해  제3도에  표현되어  있다.  생성된  프레임  디스크립터의  실제수는 
시스템에  동시에  저장될  수  있는  프레임의  수를  제한하여,  기대된  교통  조건을  기준하여  선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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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실시예에서,  100프레임  디스크립터들은  초기에  생성된다.  또한,  다수의  수신  버퍼  디스크립터(28 
내지  30)와  다수의  수신  버퍼(31  내지  33)가  초기에  생성된다.  긱각의  수신  버퍼  디스크립터(28 내
지 30)는  상기 수신 버퍼 디스크립터에 저장된 정보에 의해 각각의 수신 버퍼(31  내지 33)에 링크된
다.  또한,  각각의  수신  버퍼  디스크립터는  그곳에  링크된  수신  버퍼의  사이즈를  규정하는  값을 저장
한다.  본  실시예에서,  100  수신  버퍼  디스크립터와  100  수신  버퍼는  초기에  생성되며,  각각의  수신 
버퍼는  64바이트의  데이타를  저장하는  능력이  있다.  프레임  디스크립터,  수신  버퍼디스크립터,  및 
수신  버퍼의  조합은  여기에시  수신  프레임  영역(34)이라  칭하며,  수신  버퍼(31  내지  33)에  의해 차
지된 메모리 위치는 모두 수신 버퍼 영역(35)이라 칭한다.

다음의  설명은  프레임이  수신될때  프레임  디스크립터,  수신  버퍼  디스크립터,  및  수신  버퍼의 사용
에  대한  것이다,  논의된  동작  모드는  버스(13)상으로  데이타를  송신하고  수신하는  정규  모드인  통신 
모드라  불린다.  앞서  설명했듯이,  LAN  코-프로세서(15)는  LAN  코-프로세서(15)의  어드레스를  갖고 
있는  프레임이  검출될때  까지  데이타  버스(13)상의  정보를  조사한다.  그후  코-프로세서(15)는 아이
들  프레임  디스크립터,  예로,  (27)을  선택하여  그곳에  수신된  프레임으로  부터의  헤더  정보를 저장
한다.  부가적으로,  코-프로세서(15)는  수신  버퍼  디스크립터,  예로,  (28)를  할당하고,  연합된  수신 
버퍼(31)의  위치  및  사이즈를  결정하기  위하여  수신  버퍼  디스크립터(28)로  억세스한다.  그후 수신
된  프레임으로  부터의  데이타는  연합된  수신  버퍼(31)에  저장되며,  완전한  수신에  따라,  수신 버퍼
(3l)에  저장된  데이타의  정확한  바이트  수를  나타내는  값은  수신  버퍼  디스크립터(28)에  저장된다. 
수신된  프레임의  데이타  부분이  싱글  수신  버퍼,  예로,  (31)에  대하여  대단히  클때,  LAN 코-프로세
서(15)는  수신된  데이타에  대한  충분한  용량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  많은  수신  버퍼 디스크립
터(28  및  29)  사이의  링크에  의해  도시되어  있다.  완전한  프레임이  저장된  후에,  코-프로세서(15)는 
CPU(18)에  통지하며,  상기  CPU(18)는  그것의  사용을  위해  또는  통신  라인(20)(제2도)으로의  부가 전
송을  위해  수신  버퍼로  부터의  정보를  억세스하므로써  코-프로세서(15)에  응답한다.  다음의  설명은 
통신  모드에  있는  동안  버스(13)상으로의  프레임의  전송에  관한  것이다.  명령  리스트  포인터(36)는 
또한  초기의  시간에  시스템  제어  블록(25)에  저장된다.  명령  리스트  포인터(36)는  명령  블록이라 불
리는  메모리내의  한  위치를  지시하며,  그것의  몇몇은  함께  링크될  수  있다.  명령  블록의  링크 구조
는  전송  명령  블록(37  및  42)으로  제3도에  표현되어  있다.  명령  블록은  LAN  코-프로세서(15)에  의해 
취해지는 작동을 규정한다. 단지 한 형태의 명령 즉 전송 명령은 쉬운 이해를 위해 상세히 
설명된다.  CPU(18)가  프레임을  전송하기를  원할때,  그것은  시스템  제어  블록(25)의  명령  리스트 포
인터(36)에  의해  가리켜진  위치에서  전송  제어  블록,  예로,  (37)을  만든다.  전송  명령  블록(37)은 
전송  버퍼  디스크립터(38)를  지시하고  차례로  전송  버퍼(39)를  지시한다.  전송  명령  블록(37)은 전
송  명령,  프레임에  대한  목적지,  전송되는  프레임의  형태를  저장한다.  CPU(18)는  전송  버퍼 디스크
립터(38)에  연합된  전송  버퍼의  사이즈를  규정하는  바이트  카운트  값과,  프레임에  대한  데이타를 포
함하는  전송  버퍼(39)에  실제  바이트  수를  지시하는  값을  저장한다.  전송되는  프레임이  싱글  전송 
버퍼에  저장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을  때,  다중  전송  버퍼  디스크립터는  서로 
링크될  수  있다.  이것은  제3도에서  전송  버퍼  디스크립터(38)와  전송버퍼  디스크립터(40)사이의 링
크로  도시되어  있다.  전송되는  실제  데이타는  CPU(18)에  의해  전송  버퍼,  예로,(39  및  41)에 저장된
다.  코-프로세서(15)는  CPU가  실행되는  임의  타스크를  계획했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시스템  제어 
블록(25)에  CPU(18)에  의해  저장된  정보를  주기적으로  판독한다.  시스템  제어  블록(25)  정보가 타스
크가  계획됐음을  지시할때,  코-프로세서(15)는  제1전송  명령  블록(37)을  억세스한다.  이러한  명령 
블록이  전송  명령을  포함하기  때문에,  코-프로세서(15)는  전송  명령블록(37),  링크된  전송 버퍼디스
크립터(38  및  40),  및  전송  버퍼(39  및  41)내의  정보로  부터  프레임을  형식화한다.  그후 코-프로세
서(15)는  데이타  버스(13)가  유효할때  프레임을  전송한다.  전송  명령  블록은  한번에  단지  하나의 데
이타  프레임과  연합된다.  다중  프레임이  전송될때,  다중  전송  명령  블록은  제3도에서  전송  명령 블
록(37)과  전송  명령  블록(42)  사이의  포인터에  의해  도시된  바와  같이  함께  링크될  수  있다.  명령 
블록  전송  버퍼  디스크립터와  전송  버퍼의  조합은  명령  리스트(43)라  칭하며,  전송  버퍼,  예로,(39 
및 40)에 의해 차지된 메모리위치는 전송 버퍼 영역이라 칭한다.

때때로,  터미널의  메모리(16)의  대부분  또는  전체  내용을  다른  터미널에  전송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이다.  예로,  한  터미널에서  메모리(16)의  일부(또는  전부)  내용이  오류인  것으로  발견될때,  실제로 
동일한  터미널로  부터  새로운  메모리  내용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또한,  제2터미널이 제
1터미널  대신에  사용될  수  있도록  제1터미널로  부터  제2터미널까지의  전체  내용  또는  상당  부분을 
복사하는  것이  바람직할것이다.  상술된  통신  모드  동작은  소스  및  목적지  터미널에서  CPU(18)제어를 
위해 요구되는 시간에 기인하여 큰 정보 전송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직접  전송  모드라  불리는  새로운  모드의  동작은  대량의  데이타가  교환되는  것이  필요할때 
사용된다.  본  실시예에서  단지  하나의  터미널,  예로,  (11)은  그  자체를  인에이블하도록  허락되며, 
또는  다른  터미널은  직접  전송  모드로의  변화를  개시하는  것이  허락된다.  이것은  오류있는  터미널이 
다른  터미널에  있는  데이타  또는  프로그램을  부적절하게  겹쳐  쓰는  가능성을  감소시킨다. 메모리
(16)의  프로그램  및  데이터의  모두가  직접  전달  모드를  사용하여  갱신될  수  있음은  주목해야  한다. 
그러나,  다음의  예는  터미널(12)(전송터미널)의  메모리(l6)로  부터  터미널(10)(수신  터미널)의 메모
리(16)로의 32바이트 데이타 블록 전송에 관한 것이다. 제1도는 실행된 절차의 흐름 
다이어그램이고,  제4도는  전송  터미널(12)에  관한  작용을  나타내며,  제5도는  수신  터미널(10)에 관
한  작용을  나타낸다.  초기에,  터미널(l1)은  전송  터미널(12)의  메모리(16)에  있는  특정  위치로  부터 
수신  터미널(10)의  메모리(16)내의  특정  위치로의  직접  전송이  발생되게  하는  것을  규정하는 터미널
(12)에  제어  메시지를  전송한다.  전송  터미널(l2)은  메모리(16)의  위치가  전송되는  데이타를 저장하
는  터미널(11)로  부터  제어  메시지를  판정하여,  직접  전송  모드  전송이  시작됨을  지시하는(제1도, 
처리  블록(60)  수신  터미널(10)에  메시지를  전송한다.  그러한  메시지는  데이타  부분이  CPU(l8)에 의
해  제어  메시지로  사용되는  것을  규정하는  타입필드를  포함한다.  이  메시지는  또한  전송되는 프레임
의  수,  각  프레임내의  바이트  수,  및  저장되는  각  프레임을  규정하는  정보를  명기하는  정보를 포함
한다.  수신터미널(10)의  CPU(18)가  수신  버퍼로  부터  메시지를  판독할때,  그것은  수신된  데이타를 
만드는데  사용하는  것을  판정하기  위해  타입  필드를  해석한다.  본  실시예에서,  타입  필드는 해석되
고,  수신된  데이터는  CPU(18)에  의해  제어  메시지로  사용된다.  그러한  제어  메시지는 코-프로세서

8-3

특1995-0002709



(15)에  의해  실행될  수  있는  임의  제어  명령을  포함할  수  있다.  전송  터미널(12)로  부터의  제어 메
시지에  응답하여,  수신  터미널(10)내의  CPU(18)는  수신  터미널(10)의  어드레스를  특히  직접  전송 모
드  데이타  전송을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처러  블록  61),  이러한  어드레스  변화는 
직접  전달  절차동안  전송  터미널(12)을  제외한  임의  터미널로  부터의  수신  프레임으로  부터  수신 터
미널(10)을  분리시키는  작용을  한다.  본  실시예에서,  새로운  어드레스는  터미널(12)의 ROM(21)(제2
도)에  있는  선정된  위치에  저장된다.  다른  터미널은  한쌍의  터미널이  직접  전송  모드에  있는동안 통
신  모드를  사용하여  버스(13)상으로  통신할  수  있다.  본  실시예에서,  정보는  전송  터미널(12)의 전
송  명령  블록(37)과  전송  버퍼  디스크립터(38  및  40)에  저장되어,  직접  전송  모드로  들어간다.  통신 
모드를  규정하는  정보를  저장하는  다른  전송  명령  블록,  예로,  (42)가  전송  명령블록(37)에  링크될 
수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전송  터미널(12)은  전송되는  데이타의  실제  저장  영역이  전송  버퍼  대신에  가리켜지도록  그것의 명
령  리스트(43)(블록62)를  재구성한다.  본  실시예에서,  수신  버퍼  디스크립터,  예로,  (28)와  전송 버
퍼 디스크립터, 예로, (37)는 단지 16K바이트까지의 데이타 블록을 처리할 수 있다. 따라서, 
CPU(18)는  두개의  16K바이트  블록(44  및  45)(제4도)으로서  전송되는  32K바이트를  처리한다.  명령 리
스트(43)는  수신  터미널(10)의  새로운  어드레스를  포함하는  전송  명령  블록(37)을  만들므로써 그러
고  전송  명령  블록(37)을  전송버퍼  디스크립터(38)에  링크시키므로써  재구성된다.  최대  데이타  블록 
사이즈는  16K  바이트이기  때문에,  전송  버퍼  디스크립터(38)는  두개의  16K  바이트  메모리  블록이 프
레임을  구성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전송  버퍼  디스크립터(40)에  링크된다.  16K의  바이트 카운
트는  또한  전송  버퍼  디스크립터(38  및  40)에  저장된다.  따라서,  전송  버퍼  디스크립터(38)는  전송 
버퍼(39)로  부터  링크가  풀리며,  메모리  블록(44)에  링크된다(처리  블록(63).  상기  메모리 블록(4
4)은  전송되는  데이타의  제1  16K바이트의  실제  저장위치이다.  비슷하게,  전송  버퍼 디스크립터(40)
는 전송 버퍼(41)로 부터 풀려서 메모리 블록(45)에 링크된다.

수신  터미널(10)은  데이타가  저장되는  실제  메모리  위치가  수신  버퍼  대신에  가리켜지도록  그것의 
수신프레임  영역(34)(제5도)을  재구성한다(처리  블록  64).  수신  프레임  면적은  수신  버퍼 디스크립
터(28  및  29)를  링크시키고  그곳에  저장된  정보를  바꾸므로써  재구성된다.  새로운  정보는  16K 바이
트의  버퍼  사이즈를  가리키며,  수신  버퍼  디스크립터(28)를  메모리  블록(46)에  링크시키고,  수신 버
퍼  디스크립터(29)를  메모리  블록에  링크시킨다.(처리  블록  65).  터미널(12)의  명령  리스트(43)와 
터미널(10)의  수신  프레임  영역(34)이  재구성된  후에,  터미널(12)의  코-프로세서(15)는 터미널(l0)
의  새로운  어드레스에  어드레스된  프레임을  전송하기  시작하여(처리  블록  66).  상기  프레임은 메모
리  블록(44  및  45)으로  부터의  32K  데이타  바이트를  구비한다.  터미널(10)의  코-프로세서(15)는  이 
프레임의  목적지  어드레스를  확인하여  그  데이터를  그것의  수신  버퍼  영역(34)  대신에  메모리 블록
(46  및  47)에  직접  저장시킨다(처리  블록  67)  프레임이  터미널(l0)에  완전히  저장된  후에,  수신 버
퍼 디스크립터(28  및  29)와  메모리 블록(46  및  47)  사이의 연결은 수신 버퍼 영역에서 수신 버퍼 예
로,(31  및  32)로의  연결로  대체되며,  버퍼  사이즈는  64바이트로  다시  바뀐다.  또한,  인지  신호는 전
송  터미널(12)로  보내진다.  전송  터미널(12)은  인지  신호에  응답하여  전송  버퍼디스그립터(38  및 
40)로부터  메모리  블록(44  및  45)까지의  연결을  전송  버퍼(39  및  41)로의  연결로  대체시키고  버퍼 
사이즈를  다시  64바이트로  바꾼다(처리  블록  68).  상술된  기술을  이용하면  거의  임의  길이의 프레임
도  구성되어,  전송  및  수신될  수  있다.  더구나,  다중  프레임은  명령  리스트(43)에  부가  전송  명령 
블록과  수신  터미널(10)의  수신  프레임  영역(34)에  부가  프레임  디스크립터를  만들므로써  함께 링크
될 수 있다. 

제6도는  직접  전송  모드를  위해  수신  터미널(10)에  메모리(16)를  재구성하는  대안  방법을  보여준다. 
터미널(10)이  개시될때,  적어도  하나의  부가  프레임  디스크립터(50)와  수신  버퍼  디스크립터(51  및 
52)가  만들어진다.  수신  버퍼  디스크립터(51  및  52)는  16K  바이트의  바이트  카운트  값을  포함한다, 
메모리  블록(46  및  47)으로의  32K  바이트  전송을  위한  터미널(12)로  부터의  요청에  응답하여 터미널
(10)의  CPU(18)는  수신  프레임  포인터(26)를  프레임  디스크립터(50)의  어드레스에  세트시키며,  수신 
버퍼  디스크립터(51  및  52)내의  목적지  어드레스를  메모리  블록(46  및  47)  각각에  직접  세트시킨다. 
전송은  상술된  바와같이  프레임이  완전히  수신될때까지  발생된다.  수신  후에,  수신  프레임 포인터
(26)는 전의 프레임 디스크립터(27)를 나타내는 값으로 바뀐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제1제어  유닛,  제1코-프로세서,  및  수신  버퍼  영역과  데이타  및  제어  영역을  구비하는  제1메모리를 
포함하는  터미널에  버스에  의해  연결되어  있는  데이타  프레임을  전송하기  위한  전송  유닛을 포함하
는  장치에서,  제1코-프로세서는  상기  버스로  부터  데이타의  프레임을  수신하도록  세트되며,  그렇게 
수신된  데이타의  프레임을  상기  수신  버퍼  영역에  저장하도록  세트되며,  상기  제1제어  유닛은  상기 
제1제어  유닛에  의한  사용을  위해  상기  수신  버퍼  영역으로  부터  수신된  데이타를  판독하는 장치에
서  데이타를  전송하는  방법이,  수신된  데이타의  프레임을  상기  제1메모리의  데이타  및  제어 영역에
서  데이타가  저장되는  실제  위치인  특정  위치에  저장하기  위해  상기  제1코-프로세서를  세팅하는 단
계와,  상기  전송  유닛트로  데이타의  프레임을  상기  터미널에  전송하는  단계와,  상기 제1코-프로세서
로  상기  데이타의  프레임을  상기  특정  위치에  저장시키는  단계와,  연속  데이타의  프레임을  상기 제1
메모리의  상기  수신  버퍼  영역에  저장시키기  위하여  상기  제1코-프로세서를  리세팅하는  단계를 포함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타 전송 방법.

청구항 2 

수신된  데이타의  프레임이  상기  제1메모리에  저장된  포인터에  의해  확인된  저장  위치에  저장되는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1코-프로세서  세팅  단계는  상기  포인터를  상기  수신  버퍼  영역을  확인하는 값
으로부터  상기  제1메모리의  상기  데이타  및  제어  영역내의  상기  특정  위치를  확인하는  값으로 바꾸
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제1코-프로세서를  리세팅하는  단계는  상기  포인터를  상기  제1메모리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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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특정  위치를  확인하는  값으로  부터  상기  수신  버퍼  영역을  확인하는  값으로  바꾸는  단계를 포
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타 전송 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코-프로세서  단계의  실행전에  상기  전송  유닛으로  상기  제1메모리내의 상
기  특정  위치를  규정하는  설정된  정보를  전송하는  단계와,  상기  설정된  정보를  상기  터미널이 수신
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타 전송 방법.

청구항 4 

전송  유닛이  제2제어  유닛,  제2코-프로세서,  및  전송  버퍼  영역과  데이타  및  제어  영역을  포함하는 
제2메모리를  구비하며,  상기  제2제어  유닛은  데이타  프레임을  상기  버스로  전송시키기  위해 데이타
를  상기  전송  버퍼  영역에  적재시키고  상기  제2코-프로세서를  세팅시켜  데이타  프레임의  전송을 개
시하며,  상기  데이타  프레임은  상기  제2제어  유닛에  의해  상기  전송  버퍼  영역에  적재된  데이타를 
포함하는  제l항에  있어서,  상기  버스상으로  전송되는  데이타를  저장하는  상기  제2메모리의  상기 데
이타  및  제어  영역내의  실제  위치를  판정하는  단계와,  판정  단계에서  판정된  상기  데이타  및  제어 
영역의  상기  실제  위치에  저장된  데이타를  포함하는  데이타  프레임을  상기  버스상으로  전송하기 위
해  상기  제2코-프로세서를  세팅하는  단계와,  상기  제2코-프로세서로  상기  제2메모리의  상기  데이타 
및  제어  영역의  상기  실제  위치에  있는  데이타를  포함하는  데이타  프레임을  전송하는  단계와,  상기 
전송  버퍼  영역으로  부터의  데이타를  포함하는  데이타  프레임을  전송하기  위해  상기 제2코-프로세서
를 리세팅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타 전송 방법.

청구항 5 

전송되는  데이타의  프레임에  대한  저장  위치가  상기  제2메모리에  저장된  포인터에  의해  확인되는 제
4항에  있어서,  상기  제2코-프로세서를  세팅시키는  단계를  상기  포인터를  상기  전송  버퍼  영역을 확
인하는 값을 상기 제2메모리의 상기 데이타 및  제어 영역내의 상기 실재 위치를 확인하는 값으로 바
꾸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제2코-프로세서를  리세팅하는  단계는  상기  포인터를  상기  실재  위치를 
확인하는  값으로  부터  상기  전송  버퍼  영역을  확인하는  값으로  바꾸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데이타 전송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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