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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호스트 프로세서에 대한 다수의 인터럽트를 감소시키는 장치에 의해 데이타 블럭 전송의 조합 지시신호가 
발생되어진다. 다수의 인터럽트에 있어서의 감소는 데이타 블럭 전송동안 호스트 시스템 성능을 향상시킨
다. 장치의 실시예는 네트워크(2) 및 버퍼 메모리(9)사이의 데이타 프레임 전송을 위한 네트워크 인터페
이스 논리(11) 및 버퍼 메모리(9) 및 호스트 시스템(1)사이의 데이타 프레임을 전송하는 호스트 인터페이
스 논리(11)를 포함한다. 네트워크 어댑터(3a)는 또한 일부의 데이타 프레임이 수신될 때 초기 수신 지시
신호를 발생시키는 한계 논리(10)를 포함한다. 지시 조합 논리(10a)는 초기 수신 지시의 예상되는 발생 
약간 전에 전송 완결 인터럽트의 발생을 지연시킨다. 호스트 프로세서(5)는 전송 완결 지시에 의해 발생
되는 단일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에서 초기 수신 지시 및 전송 완결 지시 양쪽 모두를 제공할 수 있다.

명세서

[발명의 명칭]

호스트 지시 조합을 구비하는 장치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호스트 시스템에서 지시 조합 논리를 구비한 소오스 장치의 도시도.

제2도는 본 발명에 따른 네트워크 어댑터 구조의 도시도.

제3도는 본 발명에 따른 호스트 지시 최적화에 대한 한계 논리지시 조합 논리를 구비한 네트워크 어댑터
용 기능 블럭도.

제4도는 본 발명에 따른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어댑터의 블럭도.

제5도는 제4도에 도시된 인터페이스 제어기 칩의 기능 블럭도.

제6도는 본 발명에 따른 어댑터 메모리를 통한 호스트 메모리 스페이스로부터 네트워크로 데이타 흐름을 
도시한 개략도.

제7도는 본 발명에 따른 어떤 데이타의 송신에 사용되는 호스트 시스템 어드레스 스페이스의 맵 도시도.

제8도는 호스트 시스템 어드레스 스페이스와 무관한 어댑터 메모리의 메모리 맵 도시도.

제9도는 본 발명의 한 양상에 따른 송신 및 전송 기술어 데이타 구조의 도시도.

제10도는 본 발명에 따른 송신 동작동안 사용되는 송신 기술어링 버퍼 및 송신 데이타 버퍼 및 포인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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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를 예시한 도면.

제11a도 내지 제11e도는 송신 기술어 링 버퍼 및 송신 데이타 버퍼에 대한 포인터의 관리를 예시한 개략
도.

제12도는 수신 링 버퍼 및 송신 기술어 버퍼의 동작과 함께 이러한 버퍼를 관리하도록 호스트 및 네트워
크 인터페이스에 의해 발생된 포인트의 동작을 예시한 도면.

제13a도 및 제 13b 도는 대표적 한계값을 갖는 일반 데이타 프레임 포맷 도시도.

제14도는 길이-레프트 한계 논리에 대한 데이타 길이의 선택을 위한 논리 순서도.

제15도는 제5도의 수신 DMA블럭에서 수신 지시 기능의 수신지시 기능 블럭도.

제16a도 및 제16b도는 제15도의 예견 한계 레지스터 개략회로도 및 길이-레프트 한계의 도시도.

제17도는 제15도의 수신 완전 제어 블럭의 완전 제어상태 기기도.

제18도는 제15도의 길이 필드 레지스터의 길이 필드 레지스터 개략 회로도.

제19도는 제15도의 초기 수신 제어 블럭의 초기 수신 제어상태 기기도.

제20도는 일반 지시를 구비한 수신 프레임 및 송신 프레임 시간 라인의 도시도.

제21도는 제5도의 업로드 DMA블럭에서 업로드 지시 기능의 업로드 지시 제어 상태 기기도.

제22a도 및 제22d도는 다양한 조건하에서 완전 전송 신호의 타이밍 시퀀스의 도시도.

제23도는 제5도의 업로드 DMA블럭에서 업로드 지시 기능의 완전 전송 한계 레지스터 개략 회로도.

제24도는 제5도의 업로드 DMA블럭에서 업로드 지시 기능의 전송 지연 메트 레지스터 개략 회로도.

제25도는 제5도의 업로드 DMA블럭에서 업로드 지시 기능의 전송 지시 지연 레지스터 개략 회로도.

제26도는 제5도의 업로드 DMA블럭에서 업로드 지시 기능의 전송 한계 메트 개략 회로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 호스트 시스템                           2 : 네트워크

3a : 네트워크 어댑터                      4 : 호스트 시스템 버스

5 : 호스트 프로세서                        6 : 호스트 메모리

8 : 호스트 인터페이스 논리              9 : 네트워트 버퍼

10 : 한계 논리                                10a : 지시 조합 논리

11 :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논리         12 : 트랜시버

14 : 호스트 인터페이스 프로세서      15 : 임의 접근 메모리

16 : 바이오스 롬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발명은  호스트  지시  최적화를  갖춘  네트워크  어댑터(NETWORK  ADAPTER  WIT  H  HOST  INDICATION 
OPTIMIZATION)라는 명칭으로 1992년 7월 28일 출원되고 발명될 때 양도되어 현재 동일한 양수인에게 양도
되어 공동-계류중인 미합중국 특허 제 07/920,898 호와 관련되어진다.

본 발명은 소오스 장치에서 수신지 장치까지 데이타 블럭의 전송에 관한 것으로, 특히 호스트 프로세서에 
대한 전송 지시를 조합시키는 것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데이타 블럭이 호스트 시스템에서 데이타 버스상으로 소오스 장치에서 수신지 장치로 전송될 
때, 적어도 두 개의 지시신호가 발생되어진다. 소오스 장치는 전송상태를 표시하는 지시신호를 호스트 프
로세서에 발생시긴다. 소오스 장치가 수신지 장치로 시스템 메모리와 같은 데이타 블럭을 전송할 때 호스
트 프로세서로 인터럽트 신호를 발생시키는 제 1 지시신호가 발생된다. 다음에 호스트 프로세서는   그 
시스템 파라미터를 보관(saving)시키고 그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으로 인입함으로서 인터럽트 신호에 응답
하게 된다. 그러나, 호스트 프로세서의 시스템 파라미터를 보관하는 것과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을 인입하
는 것은 시스템 성능을 저하시킨다. 뿐만 아니라, 이 동작 상태동안, 호스트 프로세서는 다른 기능을 실
행할 수 없게 되고, 시스템 파라미터의 보관은 비교적 긴 시간 주기를 소요하게 된다. 예를들면, OS/2운
영 체제에서 시스템 파라미터의 보관은 30마이크로세컨드를 소요하게 된다.

호스트 프로세서의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동안, 데이타 버스상의 어떤 장치가 인터럽트를 발생시켰는지 그
리고 어떤 서비스가 요구되는지에 대한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 인터럽트가 수신지 장치로의 데이타의 블
럭 전송이 필요한 소오스 장치에 의해 발생되어진 경우, 호스트프로세서는 수신지 장치로의 전송을 초기
화시키게 된다. 다음에, 호스트 프로세서는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을 나와서 그 이전 상태의 연산을 계속
하게 된다.

소오스 장치에 의해 발생된 제 2 지시 신호는 데이타의 블럭의 전송이 완결되었을 때 발생되어진다. 이러
한 제 2 지시신호는 호스트 프로세서로 제 2 인터럽트를 또한 발생시키게 된다. 다시 한번, 시스템 성능
은 호스트 프로세서가 제 2 시간동안 그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으로 인입하고 인터럽트의 발생원인을 결정
하고 그 인터럽트를 서비스함에 의해 저하되어진다.

일반적으로, 단일 블럭의 데이타가 시스템 성능을 감소시키는 각각의 인터럽트 신호로 인해 전송될 때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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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지시신호가 호스트 프로세서로 두 개의 인터럽트 신호를 발생시킨다. 제1인터럽트는 데이타 블럭이 
전송될 때 발생되어지고, 제2인터럽트는 데이타 블럭의 전송이 완결될 때 발생되어진다

더우기, 데이타중 하나의 블럭의 전송에 의해 발생된 인터럽트는 데이타의 제2블럭의 가용성에 의해 발생
된 인터럽트에 대한 시간과 비교적 가깝게 발생되어진다. 제 1 데이타 블럭 전송 완결지시에 의해 발생된 
제2인터럽트는 전송지시에 대한 준비에 의해 발생된 제2블럭의 데이타의 제 1 인터럽트 바로 이전에 발생
되어진다. 비교적 짧은시간 주기에서 발생하는 양쪽 인터럽트는 호스트 프로세서가 백-투-백 인터럽트 서
비스 루틴으로 인입하도록 한다.

따라서, 제2블럭의 데이타에 대한 전송 준비 및 단일 인터럽트에서 제 1 블럭의 데이타의 전송 완결 양쪽
에 대해서 호스트 프로세서로의 지시신호를 조합시키는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시신호의 조
합은 데이타 블럭의 전송동안, 호스트 프로세서로 발생되는 인터럽트의 수를 감소시킴으로써 호스트 시스
템 성능 및 특히 호스트 프로세서 성능을 최적화시키게 된다.

본 발명은 데이타 블럭의 전송지시를 조합하는 소오스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장치는 버퍼 메모리 
및 버퍼 메모리로부터 수신지 장치까지 데이타 블럭을 전송하는 전송수단으로 이루어진다. 제 1 데이타 
블럭의 전송의 말단 가까이에 제 1 신호를 발생시키는 수단 및 제2데이타 블럭의 전송의 시작 가까이에 
제2신호를 발생시키는 수단이 포함된다. 최종적으로, 제 2 신호의 예상되는 발생에 대해 제 1 신호를 지
연시키는 수단이 제공된다.

본 발명의 다른 양상에 있어서, 제 2 신호 발생수단은 버퍼 메로리에 접속되어 버퍼 메모리에 의해 수신
된 데이타 양을 카운팅하는 카운터를 포함한다. 제 1 가변 기억장소에 준비된 한계값에 카운터를 비교하
는 수단은 카운터의 비교에 응답하는 제 2 신호를 발생시키고 제 1 가변 기억장소는 준비된 한계값을 포
함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양상에 따르면, 제 1 신호지연수단은 전송 완결 지연 한계값올 포함하는 제 2 가변 기
억장소를 포함한다. 카운터 및 제 2 가변 기억장소에 접속된 덧셈기는 카운터의 값과 제 2 가변 기억장소
의 합을 출력한다. 비교기는 덧셈기 및 제 1 가변 기억장소의 출력에 접속되어 준비된 한계값을 포함하는 
제 1 가변 기억장소에 카운터의 비교에 응답하여 제 1 신호를 발생시킨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양상에 있어서, 네트워크 트랜시버로부터 데이타 프레임을 전송하는 장치는 수신지 장
치를 포함하는 호스트 시스템 및 네트워크에 접속된 소오스 장치이다. 이 장치는 네트워크 트랜시버로부
터 데이타 프레임을 수신하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논리로 데이타프레임을 저장하는 버퍼 메모리를 포함
한다. 수신 한계 논리는 일부 데이타 프레임의 수신에 응답하는 초기 수신 지시신호를 발생시킨다. 부가
적으로, 버퍼 메모리로부터 호스트 시스템으로 데이타를 전송하는 호스트 인터페이스 논리는 호스트 시스
템으르 데이타 프레임의 전송에 응답하는 전송 완결 지시신호를 발생시키는 전송 완결 논리와 함께 제공
되어진다. 시간 주기동안 전송 완결 지시신호를 지연시키는 지시조합 논리가 또한 포함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양상에 따르면, 네트워크 트랜시버로부터 버퍼 메모리로 데이타 프레임을 수신하고 버
퍼 메모리로부터 호스트 시스템으로 데이타 프레임을 전송하는 네트워크 어댑터가 제공된다. 호스트 시스
템은 호스트 프로세서 및 호스트 메모리를 포함한다. 호스트 프르세서는 인터럽트에 응답하고 시간 주기
동안 네트워크 어댑터를 서비스 제공한다. 네트워크 어댑터는 네트워크 트랜시버로부터 버퍼 메모리로 데
이타 프레임을 수신하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논리를 포함한다. 수신한계 논리는 데이타 프레임의 양을 
수신하는데 응답하여 초기 수신 지시신호를 발생시킨다. 수신 한계 논리는 버퍼 메모리에 접속되어 버퍼 
메모리로부터 수신된 데이타의 양을 카운팅하고 제 1 가변 기억장소는 수신 한계값을 포함한다. 가변 기
억장소의 수신 한계값에 카운터를 비교하고 카운터 및 가변 기억장소의 비교에 응답하는 지시신호를 발생
시키는 수단이 제공된다. 버퍼 메모리로부터 호스트 시스템으로 데이타 프레임을 전송하는 호스트 인터페
이스 논리가 또한 포함된다. 전송 완결 논리는 호스트 시스템으로부터 데이타 프레임의 전송에 응답하는 
전송 완결 지시신호를 발생한다. 제어수단은 전송 완결 지시신호에 응답하여 호스트 프로세서로 인터럽트 
신호를 발생시킨다. 제어수단은 호스트 프로세서에 의해 판독된 초기 수신 및 전송 완결 지시신호를 나타
내는 상태 정보를 또한 알린다. 최종적으로, 지시 조합 논리는 호스트 프로세서가 네트워크 어댑터를 서
비스하는 시간 주기동안 발생하는 초기 수신 지시신호와 같은 전송완결 지시신호를 지연시킨다.

본 발명의 다른 양상 및 장점은 다음의 특허청구항의 상세한 설명, 도면으로서 본 기술 분야에 숙련된 사
람에게 이해될 것이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의 상세한 설명은 도면에 대해서 제공되어진다. 제 1 도는 지시 조합 논리를 
포함하는 소오스 장치를 갖는 호스트 시스템을 예시한다. 제2도 내지 제5도는 본 발명에 따른 네트워크 
어댑터 구현을 나타낸 것이다. 제6도 내지 제12도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데이타 구조 및 데이
타 순서를 예시한다. 제13도 내지 제19도는 수신 한계 논리를 기술한다. 제20도 내지 제26도는 지시 조합 
논리를 기술한다.

제 1 도는 지시 조합 논리(10a)를 구비한 소오스 장치(3)를 도시한다. 소오스 장치(3)는 버스(4)에 접속
되어 호스트 프로세서(5) 및 수신지 장치(7)에 접속된다. 제1도는 일부 제2D.B.가 소오스 장치(3)에서 전
송할 준비가 완료되었을 때 제1데이타 블럭(D.B.)이 수신지 장치(7)로 전송되어지는 연산 상태를 예시한
다. 이러한 실시예에서, 제 2 D.B.내지 N번째 D.B.는 소오스 장치(3)의 외부에 있는 것으로 도시된다. 그
러나, 다른 실시예에서는, 데이타 블럭은 소오스 장치(3)내에 존재할 수 있고 수신지 장치(7)로의 전송전
에 준비되어질 필요가 있다. 제1도의 현 상태에 있어서, 제1D.B.가 전송을 완결했다는 지시신호는 호스트 
프로세서(5)로의 단일 인터럽트를 발생시키는 일부의 제2D.B.가 전송 준비되어있다는 지시와 조합되어지
게 된다.

제 2 도는 본 발명에 따른 네트워크 어댑터 구조이다. 지시 조합논리(10a)를 갖는 네트워크 어댑터(3a)는 
네트워크(2) 및 호스트 시스템(l)에 접속된다. 네트워크 어댑터(3a)는 네트워크(2) 및 호스트 시스템(1)
사이의 데이타 프레임 전송에 응답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는, 네트워크(2)는 이더넷(ETHERNET) 네트워
크이다. 호스트 시스템은 EISA 버스와 같은 호스트 버스(4)를 포함한다. 호스트 시스템 버스(4)는 호스트 
시스템 어드레스 스페이스를 한정하는 어드레스 라인을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EISA버스에 있어서, 약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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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바이트의 호스트 시스템 어드레스 스페이스를 확립하는 32개의 어드레스 라인이 있다. 호스트 시스템
은 호스트 버스(1)에 접속된 호스트 메모리(6), 호스트 프로세서(5) 및 다른 호스트 장치(7a)를 또한 포
함한다. 일반적으로, 네트워크 어댑터(3a)와 같은 호스트 버스(4)상의 장치는 호스트 버스(4)상에 인터럽
트를 발생시킴에 의해 호스트 프로세서로부터 서비스를 요청한다. 다음에 호스트 프로세서(5)는 그 시스
템 파라미터를 보관하고 인터럽트를 발생시킨 장치가 어느것인지를 어떤 서비스가 요청되었는지를 결정해
야만 한다. 호스트 프로세서(5)가 네트워크 어댑터(3a) 혹은 버스(4)상의 다른 장치에 의해 발생된 인터
럽트를 서비스해야될 때마다 호스트 시스템 성능은 저하되어진다.

네트워크 어댑터(3a)에서 지시 조합 논리(10a)는 호스트 프로세서(5)로 발생되는 인터럽트의 수를 감소시
키도록 설계되어진다. 지시 조합 논리(1Oa)는 다음 데이타 프레임의 준비 지시신호의 발생이 수신되기 조
금 전에 발생되는 전송 완결 지시신호를 언제 발생시킬지를 결정한다. 따라서, 호스트 프로세서(5)는 제 
1 프레임의 전송 완결 지시에 의해 야기된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동안 다음 프레임의 초기 수신 지시를 서
비스할 수 있다. 호스트 프로세서가 단일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동안 두 개의 지시를 서비스함으로서, 데
이타 프레임이 전송되는 동안 호스트 시스템 성능을 크게 향상시키는 두 요소에 의해 다수의 인터럽트가 
감소되어진다.

제3도는 다양한 전송 경로를 예시한 한계 논리(10)및 지시 조합 논리(10a)를 갖는 네트워크 어댑터(3a)의 
기능적인 블럭도이다. 네트워크 어댑터(3a)는 네트워크(2)를 통해 데이타 프레임을 송신하고 수신하는 트
랜시버(12)를 포함한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논리(11)는 네트워크 버퍼(9) 및 트랜시버(12)사이의 데이
타 프레임을 전송할 수 있다. 유사하게, 네트워크 어댑터(3a)는 네트워크 버퍼(9) 및 호스트 시스템(1)사
이에 데이타 프레임을 전송할 수 있다. 한계 논리(10)는 한계값을 갖는 가변 기억장소(도시되지 않음)를 
포함한다. 이러한 한계값은 호스트 인터페이스가 호스트 프로세서(5)로 인터럽트를 보내도륵 하는 초기 
지시신호가 발생되기 전에 버퍼(9)내 또는 외로 전송되는 데이타 프레임의 양을 나타낸다. 호스트 프로세
서(5)는 호스트 인터페이스 논리(8)를 통해 한계값을 포함하는 가변 기억장소에 대해 접근한다.

한계 논리는 지시가 이전 호스트 프로세서(5)응답에 기초하여 발생된 시간을 동적으로 변경하는 호스트 
프로세서(5)에 대한 수단을 또한 포함한다. 인터럽트에 대해 응답할 때, 호스트 프로세서는 호스트 프로
세서(5)가 인터럽트를 너무 이르게 혹은 너무 늦게 서비스하는 지를 결정하도록 하는 네트워크 어댑터 상
태 정보를 검사한다. 다음에, 호스트 프로세서(5)는 지시 신호의 최적 발생을 얻도록 가변 기억장소에서 
한계값을 변경시킨다.

  (1.시스템 개괄)

  제4도는 본 발명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어댑터를 갖는 호스트 시스템(1)의 개략도이다 . 네트워크 인
터페이스 제어기는 본 기술분야에서 공지된 바와 같은 VERlLOG설계 기구를 사용하여 아래에 개요가 설명
된 기능을 구현하도록 설계된 특정 응용 집적회로로서 하나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구현되는 네트워크 인
터페이스 프로세서(14)를 포함한다. VERILOG설계 기구는 캘리포니아 산 호세의 Cadence, Inc.로부터 이용
가능하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프르세서(14)는 적절한 버퍼를 통해 버스(13)로 접속된다. 네트워크 인터
페이스 프로세서(14)는 임의 접근 메모리(15), BIOS ROM(16), 및 INFO EEPROM(17), 테스트 포트(18), 인
코드/디코드 칩(19) 및 네트워크 트랜시버(20)에 또한 접속된다. 네트워크 트랜시버(20)는 차례로 네트워
크 매체에 접속된다.

대부분의 기능은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프로제서(14)에서 예시되어진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는 호스트 시
스템에 의해 버스(13)를 통해 접근할 수 있는 모든 레지스터는 프로세서(14) 혹은 램(15)중 어느 하나에 
상주한다. 램(15)에 상주하면, 그 접근은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프로세서(14)에 의해 관리되어진다.

램(15)은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제어기상의 주 자원이다. 이러한 자원은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의 송신 및 
수신 연산에 사용되는 호스트 어드레스 스페이스 외부에 버퍼 메모리를 제공한다. 이러한 램(15)의 구성 
및 사용에 관한 상세한 것은 아래에서 설명되어질 것이다.

바이오스 롬(BIOS ROM)(l6)은 초기화동안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프로세서(14)를 통해 호스트 시스템의 기
본 입력/출력 코드에 대한 확장을 제공한다. 바이오스 롬(16)에 대한 어드레스 및 바이오스 램(16)으로부
터의 데이타는 램(15)에 의해 또한 공유되어지는 각각의 버스(21,22)를 통해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프로제
서(14)로 접속되어진다.

INFO EEPROM(17)은 드라이버, 진단 및 네트워크 관리 소프트웨어에 의해 사용되는 한계 어댑터 특정 데이
타를  저장한다.  이러한  데이타는  프로세스  제작동안  저장되어진다.  인터페이스  제어기의  초기화동안, 
EEPROM(17)의 내용은 연산동안의 사용을 위해 램(15)의 사전규정된 영역으로 로드되어진다.

인터페이스 프로세서(14)에 접속된 것은 National Semiconductor 8391 Manchest er encode/decode 칩과 
같은 인코드/디코드 칩(19)이다. AUI 커넥터에 접속된 신호는 보드 외부로 트랜시버의 사용을 허용하도록 
제공되어진다.

바람직한 시스템에서 트랜시버(20)는 얇은 이더넷(coax/BNC) 트랜시버 혹은 10Ba seT(Type 3/RJ45)의 어
느 하나를 포함한다. 트랜시버(20)에 대한 제어신호는 인코더/디코더 칩(14)상의 변환 논리를 사용하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제어기(14)상에서 발생되어진다.

테스트 포트(18)는 제작 및 검사하는 동안 사용되도륵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제공되어진다.

  (Ⅱ. 제어기 기능 유니트)

  제5도는 기능 블럭 및 데이타 경로를 포함하는 제4도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프로세서(11)의 블럭도를 
제공한다. 다양한 데이타 흐름 경로의 제어를 다루어야 하는 도시되지 않은 다수의 접속이 있다. 예시된 
인터페이스는 램 인터페이스(50),  호스트 버스 인터페이스(51)및 트랜시버 인터페이스(52)를 포함한다. 
버스 인터페이스(51)는 EISA 버스에 대해 구현되어지고, 버스상의 매스터로서 혹은 슬래이브로서 때때로 
동작한다. 제 5 도에 도시된 구현에 있어서 각각의 기능적 유니트는 아래에서 설명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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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EISA 슬래이브 인터페이스 54)

EISA슬래이브 인터페이스(54)는 EISA호스트 버스에 대한 경로를 제공함으로써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제어
기에 의해 관리되는 버퍼 및 레지스터를 억세스하도록 한다. 모듈은 제어기에 대한 구성 레지스터를 포함
하고, 신호 경로를 정하기 위한 EISA버스의 보통의 디코딩을 실행한다. EISA슬래이브 인터페이스(54)는 
제어기를 통해 분포된 개별적인 레지스터의 어떠한 어드레싱도 해석하지 않는다.

연산에 있어서, EISA슬래이브 인터페이스는 EISA어드레스를 연속적으로 모니터하고, 구성 레지스터, 메모
리 맵 네트워크 레지스터 혹은 어댑터의 바이오스 롬이 억세스되어지는 때를 결정한다.

부가적으로, EISA 버스에 의해 초기화되어지는 모든 메모리 슬래이브 사이클에 대해서, EISA술래이브 인
터페이스는 사이클 중재자(56)에 대한 사이클 요청을 알린다. 사이클 중재자는 요청이 허가될 때까지 호
스트 시스템상에 대기 상태를 부가한다.

EISA슬래이브 인터페이스는 네트워크 제어기의 나머지에 대해서 일반 32비트 버스 인터페이스를 또한 제
공한다. 인터페이스의 일반 특성은 칩의 나머지 부분의 재설계의 요구없이, 마이크로채널과 같은 다른 버
스 형태에 대한 용이한 설계 적용을 허용한다.

EISA어드레스 버스의 비트14-2는 래치되고 다른 모듈로 전달되어진다. 어드레스의 최하위 두 비트는 4바
이트 인에이블에 의해 표시 되어지고 이것은 데이타 전송 사이클을 통해서 또한 유효한다. 4개의 8-비트 
바이트 레인은 슬래이브 데이타 채널을 구성한다. 데이타 버스는 실질적으로 바람직한 시스템에서 기록을 
위한 것 하나와 판독을 위한 것 하나의 한 쌍의 단방향 버스이다. 데이타 기록 버스는 슬래이브 인터페이
스를 통해 EISA데이타 버스로의 접속이 요구되는 모든 모듈로의 다중-드롭 형태로 와이어되어진다.  판독 
버스는 멀티플렉스되어지고, 램 인터페이스 모듈(50)에서 마스크되어진다.  EISA버스에 의한 기록 요청은 
사이클 중재가(56)에 의해 인식될 때까지 유지될 수 있다. 사이클이 유지될 때, EISA버스는 사이클이 어
댑터상에서 완결될 때 대기 상태로부터 해제되어진다. 제 1사이클이 여전히 계류중일 때 EISA 버스에 의
해 제 2 사이클이 발생되어지면, 다음에 EISA 버스는 계류중인 기록이 실행될 때까지 대기 상태로 지연시
키게 된다. 이러한 특정 실시예에 있어서, EISA판독의 파이프라이닝은 지원되지 않는다.

EISA 슬래이브 인터페이스는 EEPROM(17)에 대한 인터페이스를 또한 제공한다. 이러한 인터페이스는 리세
트이후에 EEPROM(17)의 내용을 어댑터 메모리로 전송하도록 동작한다.

EISA 슬래이브 인터페이스 모듈에 있어서 EISA버스 규정에 따르는 어댑터의 구성에 주로 관련된 다수의 
레지스터가 있다. 이러한 레지스터는 어댑터의 메모리 베이스 어드레스, 인터럽트 레벨, 트랜시버 형태 
선택 및 바이오스 롬 인에이블을 셋 업시키는 것과 같은 일을 한다. 구성 레지스터는 어댑터 타입을 확인
하는 파지티브 수단을 가지고 어댑터를 전역으로 디스에이블시키는 호스트를 또한 제공한다.

  (B. EISA 매스터 인터페이스 55)

  EISA매스터 인터페이스(55)는 EISA버스를 통한 버스 매스터 연산을 실행하기 위하여 업로드 DMA(57) 및 
다운로드 DMA(58)로부터의 요청을 조정한다. 버스트 전송을 실행할 때 혼합된 판독 및 기록을 허용하지 
않는 EISA 버스 때문에, EISA 매스터 인터페이스(55)는 바람직한 실시예의 DNM 연산에 의해 
사용되어지는, 계류중인 업로드 및 다운로드 요청을 자치적으로 중재한다.

버스 매스터 전송은 업로드 DMA(57) 혹은 다운로드 DMA(58)에 의해 항상 초기화되어진다. 이러한 전송은 
전송이 완결될 때 DMA 모듈에 의해서 혹은 EISA 버스상의 다른 중재장치에 의한 중단방식(preemption)으
로 EISA매스터 인터페이스에 의해 종료되어지게 된다.

따라서, EISA매스터 인터페이스(55)의 기능은 전송이 업로드 DMA(57) 및 다운로드 DMA(58) 양쪽 모두로부
터 계류중일 때 EISA 버스에 대한 억세스에 대해 중재하는 것이다. EISA 매스터 인터페이스(55)는 버스상
의 어드레스 슬래이브를 갖는 제 1 전송을 확립하는 데 필수적인 신호전송을 실행한다. 이것은 또한 EISA
버스 정의에 대한 컴플라이언스를 보장한다.

이러한 모듈은 어댑터 모드 논리(59)에 의해 인에이블될 때 20 비트 선형 어드레스에 대한 실 모드 세그
먼트  : 오프셋 어드레스를 또한 변환시킨다.

  (C. 매스터 슬래이브 합집합 모듈 53

  매스터/슬래이브 합집합 모듈(53)은 EISA매스터 인터페이스(55) 및 EISA 슬래이브 인터페이스(55)에 의
해 EISA버스에 대한 접속의 공유를 제공한다. 이러한 합집합 모듈(53)은 주로 2 : 1 직렬 멀티플렉서로 
구성되어진다.

  (D. 인터럽트 제어기 모듈 60)

  제어기는 인터럽트 제어기 모듈(60)을 또한 포함한다. 인터럽트 제어기 모듈(60)은 매스킹 및 인에이블
/디스에이블 메카니즘을 포함한 다양한 인터럽트 및 지시 기능을 구현한다. 인터럽트 신호는 제어기내에
서 다양한 모듈에 의해 발생되어지고 인터럽트 제어기 모듈(60)로 경로지정된다. 다음에 인터럽트 제어기 
모듈(60)은 이를 상호 오어링하기 전에 다양한 인에이블 및 마스크를 통해 인터럽트 신호를 전달하고, 호
스트 버스상으로 결과를 실행한다.

인터럽트 제어기 모듈(60)은 인터럽트할만한 사건을 검출하거나 혹은 호스트로 전달되는 인터럽트를 인식
하지는 않는다. 이것은 기능을 조정하는 인터럽트에서 사용되는 다수의 ASIC-상주 레지스터를 포함한다.

  (E. 어댑터 모드 모듈 59)

  어댑터 모드 모듈(59)은 제어기의 다양한 기본 연산 모드를 설정하고 제어기의 다양한 조건의 상태를 
리포트하는 것을 포함하는 다수의 기능을 제공한다. 어댑터 모듈(59)은 호스트 시스템에 의한 진단에 사
용되는 윈도우 레지스터의 베이스 어드레스를 또한 설정한다. 더우기, 어댑터 모드 모듈(59)은 어댑터에 
대한 리제트 기능을 발생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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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러한 모듈은 제어기내에서 다양한 모듈에 대한 통신 및 호스트 시스템에 대한 통신을 위하여, 장
치에 의해 구현되는 매체 억세스 제어기를 확인하는 MAC ID 레지스터를 제공한다.

  (F. 사이클 중재기 모듈 56)

  사이클  중재기  모듈(56)은  다양한  요청가들중에서  램  인터페이스(50)를  통해  어댑터의  램  상주  및 
ASIC-상주 레지스터에 대한 억세스를 분포시킨다. 이것은 우선권 체계에 대한 오버런 혹은 언더런 상태를 
제공할 위험이 있는 모듈이 램을 억세스할 때 정확한 억세스를 하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

  (G. 멀티캐스트 비교기 모듈 61)

  제5도에 예시된 제어기는 멀티캐스트 비교기 모듈(61)을 또한 포함한다. 어댑터 모드 모듈(59)에 의해 
인에이블될 때, 멀티캐스트 비교기 모듈(6l)은 수신된 프레임의 수신지 어드레스를 멀티캐스트 어드레스 
테이블의 내용과 비트별 비교를 실행한다. 멀티캐스트 어드레스 테이블은 호스트에서 설정되고 램(15)에 
저장된다. 개별적 어드레스 혹은 브로드캐스트 어드레스 매치 어느 쪽도 접속되지 않는 이러한 비교를 하
는 동안의 미스매치는 결과적으로 인입하는 프레임을 거부하게 된다.

따라서, 멀티캐스트 비교기 모듈(61)은 이더넷 수신기 모듈(62) 및 수신 DMA모듈(63)의 활동을 모니터함
으로써 새로운 프레임이 수신될 때를 결정하게 된다. 이더넷 수신기(62)에 의해 수신되고 수신기의 병렬 
인터페이스(64)에 존재하는 각각의 바이트는 멀티캐스트 비교기 모듈(61)에 의해 섀도되어진다. 이러한 
바이트는 다음에 멀티캐스트 비교기(61)에 의해 억세스가능한 멀티캐스트 어드레스 테이블에서 유효 엔트
리에 대해 비교되어진다.

멀티캐스트 비교기(61)는 멀티캐스트 어드레스 테이블의 내용을 설정하거나 보유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모듈은 테이블에 대한 호스트 억세스를 검출하고 램 인터페이스 모듈(50)에 대한 적절한 방향 지정 오프
셋을 제공한다.

  (H. 통제 제어기 모듈 65)

  바람직한 시스템은 통계 제어기 모듈(65)를 또한 포함한다. 이러한 모듈은 제어기내의 다양한 다른 모
듈, 특히, 이더넷 송신기 모듈(66), 이더넷 수신기 모듈(62)의 활동을 모니터하고, 적용가능한 사건이 발
생 될 때 램(15)내에 보유된 통계를 갱신한다.

  (I. 다운로드 DMA 모듈 58)

  다운로드 DMA모듈(58)은 호스트 시스템에서 어댑터 메모리로의 데이타의 버스 매스터 다운로드에 대한 
요청을 말한다. 이러한 데이타는 즉시 전송 혹은 미래의 전송을 위해 다음에 어댑터의 온보드 송신 데이
타 버퍼내에 놓여지게 된다.

버퍼 기술어가 정의되고 송신 데이타 버퍼중 하나가 이용가능할 때, 아래에 설명되어진 바와 같이, 다운
로드 DMA 모듈은 EISA매스터 인터페이스(55)로 다운로드 버스 매스터 연산에 대한 요청을 제출한다. 다운
로드 DMA 모듈(58)은 호스트 및 어댑터의 각각의 시작 어드레스에 의해 수반되는 것과 같은 데이타를 정
렬하도록 어떤 요구되는 패킹 혹은 언패킹을 포함한 바이트 정렬을 실행한다.

다운로드 DMA 모듈(58)은 어댑터의 램내에 송신 기술어 링 버퍼를 보유하기 위한 논리를 또한 포함한다. 
다운로드 DMA모듈(58)은 다운로드 연산의 완결을 지시하도록 적절한 모드내에서 인터럽트를 발생시킨다. 
또한, 다운로드 DMA 모듈(58)은 전송을 시작하는 때를 송신 DMA 모듈(57)에 알린다. 다운로드 DMA 연산에 
포함되는 다양한 레지스터가 본 발명의 데이타 버퍼링 프로세스에서 직접적으로 포함될 때 아래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한다.

  (J. 송신 DMA 모듈 67)

  송신 DMA모듈(67)은 다운로드 DMA 논논리(58)에 의해 직접적으로 실행되도록 지시될 때 아래에 설명되
어진 바와 같이, 송신 기술어 버퍼, 송신 데이타 버퍼 혹은 양족 모두로부터 바이트를 인출하도록 동작한
다. 인출된 바이트는 다음에 이더넷 송신기 모듈(66)로 순차적으로 존재한다.

따라서, 송신 DMA모듈(67)은 송신 기술어 링 버퍼의 내용을 판독하도록 기능함으로써 즉시 데이타의 확장 
및 송신되어질 전체 프레임의 길이를 결정하게 된다. 특정 프레임이 네트워크에 대한 규정과 매치되지 않
으면, 예를 들면, 802.3 최소치보다 짧으면, 어댑터는 인에이블되어지고, 이러한 모듈은 부가적인 바이트
의 정의되지 않은 데이타를 패딩으로서 이더넷 송신기 모듈(66)에 공급하게 된다.

CSMA/CD네트워크에서 충돌 재시도는 송신 DMA모듈(67)에 의해 조정되어진다. 충돌이 이더넷 송신기(66)에 
의해 지시되어질 때, 송신 DMA모듈(67)은 버퍼내에 프레임 기술어를 재해석하므로서 동일한 프레임을 다
시 제공하게 된다.

인에이블되면, 그리고, 송신 완결 조건이 만족될 때, 송신 완결 인터럽트가 송신 DMA모듈(67)에서 인터럽
트 제어기(60)에 의한 조절을 위해 발생되어진다.

송신 DMA모듈(67)은 송신이 완결되자마자 어댑터의 송신 기술어링 버퍼에 정확한 프레임 상태를 또한 저
장한다.

송신 DMA모듈(67)은 송신에 유효한 데이타의 부족이 발생될 때 언더런 상태를 또한 검출한다.

다시, 송신 DMA 모듈(67)의 연산에 포함되는 레지스터는 아래에 자세히 설명될 것이다.

  (K. 이더넷 송신기 모듈 66)

  이더넷 송신기 모듈(66)은 802.3표준 네트워크에 대한 기본 구현이다. 이러한 모듈은 송신 DMA 모듈
(67)로부터 병렬 데이타 바이트를 받아서 802.3억세스 규칙을 적용하고 직렬 데이타를 외부 인코더/디코
더 칩에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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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이더넷 수신기 모듈 62)

  유사하게, 이더넷 수신기 모듈(62)은 기본802.3구현이다. 이 모듈은 외부 인코더/디코더로부터 직렬 데
이타를 받아서 데이타에 대한 802.3 규칙을 적용하여 수신 DMA모듈(63)에 사용되도록 병렬 형태로 제공 
한다. 따라서, 이더넷 송신기(66) 및 이더넷 수신기는 표준 CSMA/CD 기능을 실행한다.

  (M. 수신 DMA 모듈 63)

  수신 DMA 모듈(63)은 송신 DMA 모듈(67)에 대해 상보적 기능이다. 이 모듈은 이더넷 수신기(62)상으로 
병렬 데이타 바이트를 받아서 이를 어댑터의 수신 링 버퍼에 넣어둔다.

수신 DMA 모듈(63)은 이더넷 수신기로부터의 바이트를 어댑터 램에 저장하기 전에 32비트 워드로 조립한
다. 프레임 수신의 완료시, 프레임의 상태 및 길이는 호스트 시스템에 의해 사용되도록 수신 링 버퍼내에 
넣어둔다.

수신 DMA모듈(63)은 아래에 상세히 설명되어지는 바와 같이, 또한, 어댑터의 램내에 수신 버퍼 링을 설정
하고 보유하게 된다. 더우기, 호스트가 수신된 데이타를 보도록 하는 LOOKBUF'' 레지스터의 위치 설정은 
아래에 설명된 바와 같이, 수신DMA모듈(63)에 의해 조정된다.

수신 DMA모듈(63)은 적절한 상태하에서 인터럽트 지시를 또한 조정한다.

  (N. 업로드 DMA 모듈 57)

  업로드 DMA 모듈(57)은 수신 버퍼로부터 램 인터페이스(50)를 통해 호스트 시스템으로 데이타 전송을 
실행한다. 따라서, 수신 링 버퍼는 수신 DMA 모듈(63)에 의해 관리되어지고, 업로드 DMA(57)에 의해 해석
되어진다. 실질 버스 매스터 전송은 EISA매스터 인터페이스 모듈(55)에 의해 실행된다.

업로드 DMA 모듈(67)은 수신 DMA모듈(63)에 의해 수신 링 버퍼에 놓여진 수신된 프레임의 위치 및 길이를 
포함한 데이타 구조를 해석한다. 이것은 호스트 시스템에 의해 정의된 전송 기술어를 또한 판독함으로써 
전송될  프레임의  바이트가  얼마인지,  그리고  호스트  메모리에  어디로  프레임이  전송될지를  결정하게 
된다.

업로드 DMA 모듈(57)은 호스트에 의해 부가되는 유효 전송 요청에 응답하여 EISA매스터 인터페이스 모듈
(55)로부터 버스 매스터 사이클을 요청한다.

업로드 DMA 모듈(57)은 수신 DMA모듈(63) 및 업로드 DMA모듈(57)사이에 인터록을 또한 사용함으로써 호스
트 시스템으로의 전송 속도를 감소시켜서 수신 DMA 모듈(63)을 통해 수신된 프레임이 앞서는 것(getting 
ahead)을- 방지한다. 최종적으로, 이 모듈은 호스트에 의해 사용되도록 전송의 완결을 지시하는 인터럽트
를 발생시킨다. 이러한 절차에 포함되는 다양한 레지스터가 아래에 기술되어진다.

  (0. 램 인터페이스 모듈 50)

  램 인터페이스 모듈(50)은 램을 어드레싱하는데 포함되는 다양한 기능을 위한 멀티플렉서 및 마스크를 
제공한다. 모듈은 다양한 어드레스 및 데이타 소오스를 상호 다중화함으로써 램 엑세스 사이클에 대한 파
라미터를 형성하도록 한다. 이 모듈(50)은 호스트 시스템에 의해 판독될 수 있는 제어기상의 다른 다양한 
모듈로부터 데이타를 모을 수있다. 부가적으로, 이 모듈은 사용하지 않는 비트를 제로로 하도록 데이타에 
대한 마스크를 적용하고 다중사이클 판독동안 데이타 워드를 래치한다.

  (P. JTAG 모듈)

  비록 도시되지는 않지만, 제어기에 또한 포함되어지는 것은 1990년 5월 21일 IEEE표준 1149.1 1990에 
규정된 바와 같은 상태 기기를 구현하는 JTAG모듈이다. 이 모듈은 제작동안의 사용을 위한 ASIC의 핀의 
스캔 테스트를 제공한다.

  (Ⅲ. 송신 및 수신 데이타 흐름 및 구조)

  제6도는 호스트 인터페이스, 어댑터 메모리 및 송신과 수신을 위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데이타를 강조
하는 본 발명에 따른 어댑터의 경험적 데이타 흐름도를 제공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호스트 시스템은 호스트 버스상의 어드레스에 의해 정의되는 호스트 메모리 스페이스
(일반적으로100)를 포함한다. 호스트 메모리 스페이스의 사전규정된 블럭(101)은 어댑터 인터페이스 어드
레스를 위해 따로 남겨둬진다. 어댑터는 어댑터 인터페이스 어드레스 블럭(101)내에 호스트 버스를 통해 
억세스되어지는 호스트 인터페이스논리(102)를 포함한다. 어댑터에는, 호스트 독립 메모리(103)가 또한 
있다. 호스트 인터페이스 논리는 어드레스의 규정 블럭(101) 및 독립 메모리사이에 데이타 전송을 동작한
다. 어댑터는 어댑터 메모리에 접속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논리(104)를 또한 포함한다. 네트워크 인터페
이스 논리는 네트워크 트랜시버(12) 및 독립 메모리(103)에서 버퍼로부터 데이타의 전송을 관리한다. 네
트워크 트랜시버(12)는 다음에 네트워크 매체(106)상으로 데이타를 공급한다.

호스트 인터페이스 논리는 송신 프로세스에 사용되는 송신 기술어논리 및 다운로드 DMA논리(일반적으로 
107), 수신 프로세스에 사용되는 뷰(view) 논리, 전송 기술어 논리 및 업로드 DMA논리(일반적으로 108)를 
포함한다. 이러한 모듈은 호스트 시스템에 의한 어댑터 인터페이스 어드레스 블럭(101)으로의 기록에 응
답하여 독립 메모리(103) 및 호스트사이의 데이타 통신을 기본적으로 관리한다. 이것은 호스트로부터 송
신 및 수신 연산에 대한 어떤 어드레스의 번역 및 버퍼 관리기능을 제거한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논리(104)는 송신 DMA논리(일반적으로 109) 및 수신 DMA 논리(일반적으로 110)를 포
함한다. 송신 DMA 논리(109)는 아래에 기술된 바와 같이, 데이타를 독립 어댑터 메모리(103)으로 부터 네
트워크 트랜시버(12)로 이동하기 위해 어댑터 메모리(103)에 저장된 기술어에 응답한다. 유사하게, 수신 
DMA논리(110)는 트랜시버(12)로부터 독립 어댑터 메모리(103)로 데이타를 이동시킨다. 따라서, 네트워크 
매체(106)로부터의 모든 데이타 통신은 호스트 독립 메모리(103)로 직접적으로 접속된다. 호스트 독립 메
모리(103)으로부터의 통신은 다음에 네트워크와 통신할 필요성이 있는 프로토콜 소프트웨어를 대단히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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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화시키면서, 호스트 메모리 스페이스에서 메모리 맵 영역에 응답하여 호스트 인터페이스 논리(102)를 
통해 제어되어진다.

제7도는 어댑터 인터페이스 호스트 어드레스 블럭(101)의 단순화된 맵을 제공한다. 이러한 블럭내에 어드
레스는 바람직한 시스템에서 호스트 어드레스 스페이스의 연속적인 8K블럭에서 호스트형 메모리 맵 레지
스터에 대해 나타난다.

EISA실시예에 대해서, 블럭(101)내에 레지스터 혹은 맵 영역은 이중 워드 어드레스 경제에 위치되어지고 
따라서, 어드레스는 4의 배수이다. 레지스터의 대부분은 메모리 스페이스의 몇몇 이중 워드(509와 같은)
를 포함한다.

비록, 레지스터가 호스트 어드레스 스페이스의 사전규정된 중재 블럭에 맵핑되더라도, 호스트 시스템에 
의해 이러한 레지스터로의 어떠한 판독 혹은 기록도 어댑터 메모리를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억세스 하지 
못한다. 또한, 메모리 맵 스페이스에 대한 억세스도 호스트 시스템에 대해 투명한 호스트 인터페이스 논
리(104)에 의해 해석되어진다. 따라서, 어댑터내의 메모리는 호스트 어드레스 스페이스 및 호스트 관리와 
무관하다. 제 6 도는 이러한 어드레스를 억세스하기 위해 사용되는 어댑터 인터페이스 호스트 어드레스 
스페이스의 맵핑 개괄도를 제공한다.  이  레지스터는 오프셋 0010(16진수)에서  송신영역 레지스터(XMIT 
AREA),  오프셋  0800(16  진수)에서  전송영역  레지스터(XFER  AREA),  오프셋  100C(16진수)에서  룩 버퍼
(LOOKBUF)를 주로 포함한다. 다양한 상태, 통계, 정보 및 지시 레지스터가 영역의 균형하에서 분포되어진
다.

송신영역(XMIT AREA) 레지스터는 어댑터로 송신 기술어를 기록하도륵 호스트에 의해 사용된다. 송신 기술
어는 아래에서 좀 더 상세히 기술되어지고, 프레임으로서 승낙되어지고 송신되어지도록 데이타를 확인하
는 데이타를 포함하고 즉시 데이타를 포함하게 된다. 오프셋 0010(16진수)에서의 송신영역(XMIT AREA)은 
그 크기가 대략 2K바이트이다. 이러한 데이타는 아래에 설명된 바와 같이 독립 어댑터 메모리에서 송신 
기술어 링으로 맵멍되어진다.

어댑터 인터페이스 호스트 어드레스 블럭에서 오프셋 0800(16진수)에서의 전송영역(XFER AREA)은 대략 1K 
바이트의 버퍼로, 이를 통해 전송 기술어가 어댑터의 독립 메모리로 기록되어진다. 오프셋 100C(16진수)
에서의 LOOKBUF 영역은 대략 2K 바이트의 버퍼로서, 호스트 독립 어댑터 메모리내에서 수신 링 버퍼로 판
독 전용 윈도우를 제공한다.

제 8 도는 어댑터상에 호스트 독립 메모리의 맵을 제공한다. 이 메모리는 오프셋 0에서 약 3K 바이트의 
송신 데이타 버퍼, 오프셋 0C00(16진수)에서 약 5K 바이트의 송신 기술어 링, 오프셋 2000(16진수)에서 
약 22K 바이트의 수신 버퍼 링, 오프셋 7800(16진수)에서 약 1K 바이트의 전송 기술어 영역이 독립 메모
리에  제공되는  구조로  되어있다.  메모리의  마지막  세  가지  영역은  어댑터에  의해  사용되도록  어댑터 
정보, 네트워크 통계 및 멀티캐스트 어드레스 테이블을 포함한다.

바람직한 시스템에 있어서, 어댑터는 송신 버퍼, 수신 버퍼, 제어구조 및 다양한 상태 및 통계 레지스터
에 대한 32K 바이트의 정적랩을 사용한다. 제8도에 정의된 어댑터의 메모리내의 몇몇 영역은 정의된 데이
타 구조를 제공한다.

  (A. 송신 데이타 버퍼)

  송신 데이타 버퍼는 전술한 바와 같은 3K 바이트를 포함한다. 이러한 영역은 두 개의 1.5K 버퍼로 분할
된다. 버스 매스터 전송을 통해 어댑터로 다운로드되는 데이타만이 이러한 버퍼에 저장된다. 제어기는 전
송을 위해 프레임을 요약할 때, 송신 기술어의 즉시 데이타 부분 및 송신 데이타 버퍼의 내용 양쪽 모두
를 사용할 것이다. 어댑터는 파워 업이 디폴트될 때 메모리의 베이스에 가장 가까운 버퍼를 선택한 후에 
버퍼의 사용을 자동적으로 교대한다.

송신 버퍼는 다운로드 DMA 논리 및 송신 DMA논리에 의해 공유되어진다. 송신 DMA 논리는 버퍼 0에서 버퍼 
1로 스위치되어지고 자유롭게 다시 되돌아간다. 유일한 제한은 송신 시작 한계 레지스터에 의해 정의될 
때 데이타 송신의 유효성이다. 송신 DMA 모듈은 송신이 완결되어질 때마다 하나의 버퍼에서 다른 하나로 
스위치되어진다. 버퍼 스위치는 전송의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그리고, 버스 매스터 다운로드 데이타가 바
로 이전의 전송에서 사용되었는지의 여부와 무관하게 발생 한다.

스위치되어질 버퍼가 송신 DMA 모듈에 의해 사용되지 않으면, 다운로드 DMA모듈은 하나의 버퍼에서 다른 
버퍼로 스위치만되어진다. 다운로드 DMA는 아래에 설명된 바와 같이 송신 기술어의 처리를 완결하는 매시
간마다, 어떤 버스 매스터 동작이 바로 이전의 기술어에서 요청되었는지의 여부와는 무관하게, 하나의 버
퍼에서 다른 버퍼로 스위치되도륵 시도되어진다. 그러나, 송신 DMA 모듈에 의해 사용되는 버퍼로는 변경
되지 않는다.

  (B. 송신 기술어)

  송신 기술어는 계류중인 송신 프레임을 정의하고 송신되어졌는 프레임의 상태를 보유한다. 이러한 기술
어는 가변길이로 되어 있고, 아래에 기술된 바와 같이 5K 바이트 링 버퍼 주위의 시퀀스 형태로 배열되어
진다. 기술어의 제 1 엔트리는 이중 워드 경계로 배열되어져야 한다. 제9a도는 송신 기술어 데이타 구조
를 예시한다.

송신 기술어 영역으로의 대량의 엔트리 내용은 제7도에 도시된 송신영역(XMIT ARE A)을 통해 호스트 프로
세서에 의해 공급되는 데이타로부터 축어적으로 카피되어진다. 그러나, 송신 프로토콜 ID(XMIT PROT ID) 
및 송신 프레임 상태(XMIT FRAME STATUS) 레지스터의 포맷 요구조건에 따르기 위해서, 그리고, 프레임 송
신 및 버퍼 관리를 위한 충분한 정보를 공급하기 위해서; 하나의 값이 재배치되어야하고, 다수는 자동적
으로 저장되어야 한다.

송신영역(XMIT AREA)에 대한 호스트 프로세서의 기록은 기록된 제 1 값 - XMIT PROT ID 및 송신 요청 조
정(XMIT REQ  HANDLE) -이 링에서 다음의 이용가능한 데이타 구조에서 제5 32비트 워드 위치에서 끝내는 
어댑터에 의해 자동적으로 오프셋되어진다. 이것은 송신 요청 조정(XMIT REQ HANDLE)값이 호스트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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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 ID값을 위해 보유되는 위치로 기록되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송신 요청 조정(XMIT REQ  HANDLE) 값이 
어댑터의 랩으로 기록된 후 즉시, 어댑터는 제5 32비트 워드 위치의 최하위 16비트의 내용을 제4 32비트 
워드 위치로 카피해야한다. 송신 요청 조정(XMIT REQ HANDLE)을 카피한 후, 어댑터는 MAC ID 레지스터로
부터의 MAC ID 값을 검색하고, 이를 송신 요청 조정(XMIT REQ HANDLE)에 의해 비워진 위치로 기록한다. 
다음에, 프레임 전송후에, 제 4 32비트 위치(오프셋 C(16진수))의 최하위 16비트는 송신 프레임의 상태로 
갱신되어진다.

다음 기술어 포인터(NEXT DESCRIPTOR POINTER) 엔트리는 송신 버퍼 카운터(XMIT BUFFER COUNT) 및 송신 
즉시 길이(XMIT IMMED LEN)값이 어댑터로 기록된 후에 어댑터에 의해 갱신되어진다. 송신영역(XMIT AREA) 
레지스터로 기록된 데이타가 정확한 위치에 정확한 순서로 기록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이러한 두 값의 기
록은 용이하게 검출되어지고 램으로부터의 값을 검색할 필요없이 다음 기술어의 시작을 결정하도록 요구
되는 기술어 크기 계산에 사용되어질 수 있다.

최종적으로, 마지막 송신 데이타 길이(XMIT DATA LEN) 값이 어댑터에 기록되자마자, 프레임 길이는 계산
되어질 수 있고 데이타 구조의 프레임 길이(FRAME LENGTH)위치에 저장될 수 있다. 이 값은 호스트에 의한 
즉시 사용을 위해 제어기 칩에서 송신 프레임 길이(XMIT FRAME LENGTH) 레지스터에 또한 카피되어진다.

다음의 몇몇 단락은 각각의 송신 기술어 데이타 구조 분야를 정의한다.

다음 기술어 포인터(NEXT DESCRIPTOR POINTER) 값은 다음 기술어의 제 1 워드를 지정한다. 이 값은 호스
트가 송신 큐 상태(XMIT QUEUE STATUS)를 판독한 후 즉시 갱신되어진다. 정의되어지는 다음 기술어 포인
터(NEXT DESCRIPTOR  POINTER)는 유효 기술어를 포함하도록 지정된 위치임을 반드시 의미하는 것은 아니
다. 이것은 단지 정의되자마자 다음의 유효 기술어가 발견되는 곳을 가리킨다.

프레임 길이(FRAME LENGTH) 필드는 어댑터에 의해 계산되어지고 갱신되어진다. 프레임 길이는 모든 송신 
데이타 길이(XMIT DATA LEN)값 및 송신 즉시 길이(XMITIMMED LEN)값을 더함에 의해 계산되어진다. 결과적
인 합은 송신 프레임에서 전체 바이트 수이다. 합이 802.3 최소 프레임 길이보다 작으면, 다음에 합은 최
소 프레임 길이 값으로 설정되어진다. 합은 송신 기술어의 프레임 길이(FRAME LENGTH) 라인에 기록되어지
고, 송신 프레임 길이(XMIT FRAME LENGTH) 레지스터를 통해 호스트에 대해 또한 이용가능하다.

송신 실패(XMIT FAILURE) 필드는 송신의 완료후 이더넷 송신기로부터 모은 상태 비트로 구성되는 에러 코
드를 포함한다. 이 필드는 호스트 억세스를 위해 송신 실패(XMIT FAILURE) 레지스터로 맵핑되어진다.

송신 요청 조정(XMIT REQ  HANDLE) 값은 송신 DMA 제어기에 의해 해석되어짐으로써 관련된 프레임에 대한 
송신 시도의 완료시 지시의 발생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필드가 넌-제로이면, 지시는 발생되어질 것이다. 
또한, 송신 기술어 링에서 프레임의 엔트리는 호스트가 송신 상태를 검사할 기회를 가질 때까지 유지되어
질 것이다. 송신 요청 조정(XMIT REQ HANDLE), 송신 상태(XMIT STATUS), XMIT PROT ID 및 MAC ID 필드는 
지시가 발생될 때 호스트에 대해 모두 이용가능하다. 송신 요청 조정(XMIT REQ HANDLE)가 제로이면, 다음
에 송신 기술어 큐 엔트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호스트에 통보하는 것 없이 송신 후에 폐기되어진다. 송신 
언더런 조건은 제로 송신 요청 조정(XMIT REQ HANDLE)과 무관하게 알려진다.

송신 상태(XMIT STATUS) 필드는 관련된 프레임에 대한 송신 상태를 포함한다. 이러한 필드의 내용은 송신 
시도후에 즉시 갱신되어진다. 리턴 코드는 송신 상태(XMIT STATUS)레지스터 정의에서 정의되어진다.

이러한 필드에 있어서 XMIT PROTID 값은 송신 완결시 호스트에 의한 사용을 위한 큐내에서 단지 유지되어
짐으로써 프레임에 대해 책임이 있는 특정 프로토콜을 확인하게 된다. 이것은 다중 프로토콜의 동시 활동
을 허용한다. XMIT PROT ID 및 전송 요청 조정(XMIT REQ HANDLE) 양쪽은 어댑터를 통해 통과하는 프레임
을 유일하게 확

인한다.

XMIT PROT ID와 유사한 MAC ID는 송신의 완결시 사용을 위해 큐내에서 유지되어진다. 그러나, 호스트는 
송신 영역(XMIT AREA)레지스터를 통해 어댑터로 이 값을 기록하지 않는다. 또한, 호스트는 당장 이 값을 
MICIA 레지스터에 저장하고, 다음에 어댑터에 의존하여 송신 요청 조정(XMIT REQ HANDLE)이 그 최종 위치
에 카피된 후에 기술어 데이타 구조로 이 값을 저장하게 된다.

송신 버퍼 카운터(XMIT BUFFER COUNT)필드의 내용은 송신영역(XMIT AREA)으로의 기록을 통해 호스트에 의
해 공급되어진다. 이 필드는 송신 프레임을 구성하도록 사용되어지는 호스트의 메모리내에서 버퍼의 수를 
규정한다. 각각의 버퍼는 두 개의 송신 데이타 버퍼가 이용가능해지자마자 호스트 메모리로부터 기록된 
순서로 어댑터의 송신 데이타 버퍼로 전송되어진다. 송신 버퍼 카운터(XMIT BUFFER COUNT)가 제로이면, 
다음에 버스 매스터 연산은 이 프레임에 대해서 실행되지 않는다.

호스트로부터 송신영역(XMIT AREA)까지의 기록에 의해 정의되는 송신 즉시 길이(XMIT IMMMED LEN)필드는 
호스트에 의해 공급되어질 다수의 즉시 데이타 바이트를 규정한다. 이 필드가 제로이면, 다음에 다음 32
비트 워드 위치는 제1호스트 데이타 버퍼 기술어를 포함하게 되고, 전체 프레임은 버스 매스터 사이클에 
의해 어댑터로 송신되어질 것이다. 송신 즉시 길이(XMIT IMMED LEN)값은 반드시 4의 배수는 아니다. 제 1 
호스트 데이타 버퍼 기술어의 위치는 다음과 같이 결정되어진다.

기술어 오프셋 = ((XMIT IMMED LEN+3)  fffc(16진수))+18(16진수);

가변 길이 즉시 데이타(IMMEDIATE DATA)필드는 송신영역(XMIT AREA)로의 메모리 기록을 이용하여 호스트
에 의해 어댑터로 저장되는 즉시 데이타를 포함한다. 이 필드는 0내지 1,514바이트까지 길이가 변화되어
진다. 즉시 데이타는 송신동안 어댑터에 의해 프리앰블 및 송신 버퍼 데이타(만약 있다면)사이의 송신 프
레임으로 삽입되어진다. 일반적으로, 즉시 데이타는 수신지 및 소오스 어드레스 및 다른 프로토콜-규정 
헤더 데이타로 구성되어진다. 그러나, 이것은 즉시 데이타로 간주되어지는 전체 송신 프레임에 대해서는 
타당하다. 이것은 어댑터가 송신 프레임의 나머지를 인출하도록 어떤 버스 매스터 동작을 실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송신 즉시 길이(XMIT IMMED LEN)가 제로이면, 다음에 이 필드는 스킵되어지고, 전체 프레임
은 호스트 메모리 상주데이타 버퍼에 있게 된다. 송신 즉시 길이(XMIT IMMED LEN)가 더블 워드의 통합 수

42-9

1019950701048



를 규정하지 않으면, 다음에 호스트는 가장 근접한 4의 배수로 올림을 하고 그 바이트 수를 기록한다. 송
신 즉시 길이(XMIT IMMED LEN)이상의 여분의 바이트는 무시되어지고 송신된 프레임의 일부로 포함되지 않
는다.

호스트 데이타 버퍼 기술어당 두 개의 엔트리중 하나인 송신 데이타 길이(XMIT DATA LEN)필드는 관련된 
호스트 버퍼에서 다수의 바이트를 정의한다. 이 값은 4의 배수일 필요는 없다.

32비트 XMIT DATA PTR값은 관련된 호스트 데이타 버퍼의 물리적 시작 어드레스이다. 이 값은 4의 배수일 
필요는 없다.

  (C. 수신 버퍼)

  수신 버퍼는 가변 길이 수신 프레임의 22K바이트 링이다. 각각의 프레임은 프레임의 크기 및 상태 그리
고 링 버퍼에 있어서 다음 프레임의 헤더의 위치를 정의하는 헤더에 의해 선행되어진다.

링에 있어서 수신 프레임 엔트리의 시작은 어떤 32비트 워드 경계상에서 시작될 수 있다. 32비트 NEXT 
RCV PTR값은 링에 있어서 다음 엔트리의 NEXT RCV PTR값의 어드레스를 포함한다. 이 값은 현재의 관련된 
프레임의 수신 완료시 유효하게 된다. 이것은 링내에서 유효 엔트리의 시작 및 끝을 결정하는 링 유지보
수 포인터에 의해 결정되어지게 된다.

수신 프레임 상태(RCV FRAME STATUS)워드는 관련 프레임의 상태에 관한 다양한 에러 코드를 포함한다. 수
신 프레임 상태(RCV FRAME STATUS)는 프레임 수신후에 즉시 갱신되어진다. 이러한 엔트리의 내용은 수신 
프레임 상태(RCV FRAME STATUS)레지스터를 통해 호스트에 대해 이용가능하다.

수신 프레임 크기(RCV FRAME SIZE)엔트리의 상위 16비트 워드는 어댑터의 MAC ID값에 의해 포함된다. 이 
값은 MAC ID레지스터에 의해 검색되어지고 수신 프레임 크기(RCV FRAME SIZE)값이 알려짐과 동시에 이 수
신 버퍼 데이타 구조의 워드에 저장된다.

수신된  프레임의  길이는  프레임이  수신된  후  즉시  수신  프레임  크기(RCV  FRAME  SIZE)레지스터에 
저장된다. 이 엔트리의 내용은 RCV FRAME SIZE 레지스터를 통해 호스트에 대해 이용가능하게 된다.

수신 데이타(RECEIVE DATA) 필드는 그 길이에 있어서 1 내지 1,5l4바이트까지 변화한다. 수신 프레임-수
신지 어드레스로 시작하는-은이 프레임이 수신될 때 이 필드에 저장된다.

  (D. 전송 기술어)

  하나의 바람직한 구현에 있어서 어댑터는 한번에 단지 하나의 전송 기술어를 수용한다. 제 1 하나가 처
리되어지는 동안 제 2 기술어를 다운로드하려는 시도는 이 요청을 받아들이기 위한 자원의 부족을 나타내
는 전송 큐 상태(XFER QUEUE STATUS)레지스터로부터 리턴 코드로 나타난다. LOOKBUF를 통해 현재 볼 수 
있는 프레임만이 전송영역(XFER AREA) 레지스터내에서 송신 규정에 의해 작용되어진다.

전송 기술어는 제9b도의 포맷을 사용하여 어댑터 램에 저장된다.

TO OFFSET워드는 전송이 시작되는 것부터 수신된 프레임으로 오프셋을  정의한다. 이 값은 4의 배수일 필
요는 없다. 호스트가 이미 검사한 데이타(LOOKBUF에 의해)는 호스트에 대해 전송되어질 필요가 없다. 따
라서, TD OFFSET 필드로 기록된 난-제로 값이 버스 매스터 회로가 전송의 시작이전에 TD OFFSET바이트에 
의한 그 시작 어드

레스를 오프셋하도록 한다. 이 값은 제로(프레임의 시작에서부터 전송) 내지 l,514까지의 범위이다.

다수의 길이/포인터 쌍이 TD BUFFER COUNT 필드에 정의되어진다. 127엔트리가 허용된다. 이 이상은 XFER 
AREA 버퍼 소모가 예상 된다. 이 값은 반드시 난-제로이어야 한다.

TD DATA LEN 필드는 수신 데이타가 전송되어질 호스트의 수신버퍼의 크기를 포함한다. 어댑터는 단지 32
비트 워드만을 전송하도록 제한되지 않는다. 1,511바이트의 최대 프레임 길이 이상의 전송 시도는 어댑터
가 프레임의 끝을 판독할 때 전송을 종료시키도륵 한다.

32 비트 TD DATA PTR 값은 호스트의 수신 버퍼의 제 1 바이트의 물리적 어드레스이다. 이 값은 4의 배수
일 필요는 없다.

수신된 프레임이 업로드되어질 호스트에서 데이타 버퍼의 물리적 어드레스는 XFER AREA에서 TD DATA PTR 
값으로서 어댑터에 기록 되어진다. 어댑터는 이 값은 수신 버퍼에서 제 1 바이트에 대한 포인터로서 사용
한다. 어댑터에 의한 이 포인터의 값에 있어서 어떠한 제한도 없다. 버퍼 데이타의 바이트, 워드 및 더블 
워드 배열은 모두 지원되어진다.

  (E. 어댑터 Info. 네트워크 통계, 멀티캐스트 어드레스 테이블)

  어댑터 램 메모리에서 어댑터 lnfo, 네트워크 통계 및 멀티캐스트 어드레스 테이블은 본 기술분야에 숙
련된 사람들에 의해 이해되어지는 바와 같이, 본 출원의 송신 및 수신 연산 목적에 직접 관련되지 않고, 
어댑터에 의한 다양한 기능에 대해 사용되어진다.

  (Ⅵ.송신 프로세스)

  제 10 도는 송신 데이타 버퍼 및 어댑터상에 독립 메모리에서 송신 기술어 링 버퍼를 관리하는데 사용
되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논리 및 호스트 인터페이스 논리를 예시한다. 호스트 인터페이스측에서, 논리
는 호스트 기술어 논리(150) 및 다운로드 DMA논리(151)를 포함한다. 호스트 기술어 논리(150) 및 다운로
드 DMA논리(151)는 송신영역(XMIT AREA) 레지스터, 송신 완결 한계(XMIT COMPLETE THRESH) 레지스터, 송
신 실패(XMIT  FAILURE)  레지스터,  송신 프레임 길이(XMIT  FRAME  LENGTH)  레지스터,  송신 프레임 상태
(XMIT FRAME STATUS) 레지스터, XMIT PROT ID 레지스터, 송신 큐 상태(XMIT QUEUE STATUS) 레지스터 및 
송신 시작 한계(XMIT START THRESH)레지스터를 포함하는 송신 레지스터를 통해 호스트 어드레스 스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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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접속된다. 이러한 레지스터는 아래에서 상세히 설명될 것이다.

제9a도에 예시된 기술어는 송신영역(XMIT AREA)어드레스 블럭에 대한 호스트 기록에 의해 어댑터상에 호
스트 독립 RAM의 송신 기술어 영역에 저장되어진다. 이러한 상이한 프로세서는 기술어 큐에서 엔트리로 
작용한다. 호스트는 송신 기술어, 버스 매스터 다운로드를 초기에 발생시키도록 기록되어짐으로서 호스트 
메모리로부터의 송신 데이타 버퍼로 버퍼 데이타를 이동시키게 되고 네트워크상의 기술된 프레임의 전송
하게 된다. 처음의 두 프로세스는 다운로드 DMA 논리(151) 및 호스트 기술어 논리(150)에서 발생된다. 전
송은 송신 DMA 논리(155)에 의해 실행되어진다. 어댑터 연산의 과정동안, 송신 기술어 링 버퍼(152)에서 
기술어의 수 및 상태는 상대적인 호스트 기록 속도, 다운로드 및 전송 프로세스에 따라서 변화할 것이다.

다운로드 DMA논리(151)내에서 두 변수는 송신 기술어 큐의 상태를 기술한다. 제로 다운로드 펜딩(ZERO 
DOWNLOADS PENDING)는 다운로드를 위해서 다운로드 DMA논리(151)에 의해 아직 처리되어질 완전한 프레임 
기술어가 없음을 표시한다. 제로 프레임 상주(ZERO FRAMES RESIDENT) 변수는 다운로드 프로세스에 의해 
이미 처리되어졌지만 아직 전송되지 않은 기술어가 없음을 표시한다.

전송 메카니즘을 구성하는 각각의 세 프로세서는 기술어 큐에 대한 그 고유 포인터 세트를 유지한다.

호스트 기술어 논리(150)는 송신 기술어 링 버퍼(152)에서 기술어를 기록하기 위하여 호스트 접근의 현 
위치를 확인하는 어댑터 메모리상의 송신 기술어 링 버퍼(152)의 포인터를 발생시킨다. 이러한 포인터는 
현 호스트 기술어 프인터 CHD 및 호스트 기록 포인터 HW를 지정하게 된다. 현재의 호스트 기술어 포인터 
CHD는 현재의 기록되어 지거나 혹은 호스트에 의해 기록되도록 예상되는 기술어의 베이스 어드레스를 지
적한다. 호스트 기록 포인터 HW는 호스트가 다음에 기록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 기술어(CHD 포인터에 의해 
지적됨)내의 위치를 지적한다. 즉 HW 포인터는 호스트가 현재의 기술어를 완결시키도록 기록되어질 XMIT 
AREA 어드레스 블럭내에 오프셋을 예측한다.

다운로드 DMA논리(151)는 호스트 시스템으로부터 송신 데이타 버퍼 XMIT  DATA  BUFO  153  및 XMIT  DATA 
BUF1 154로 다운로드를 관리할 때 3개의 포인터 및 버퍼 선택 신호를 발생시킨다. 

다운로드 DNA 논리(151)에 의해 발생된 포인터는 버스 매스터 다운로드 DMA 논리(151)에 의해 처리되어지
는 기술어의 베이스 어드레스를 지적하는 현 다운로드 기술어 포인터 CDD를 포함한다. 다운로드 DMA논리
에 의해 발생되는 제 2 포인터는 다운로드 프로세스가 데이타를 기록하는 것인 현 송신 데이타 버퍼(XMIT 
DATA BUFO혹은 XMIT DATA BUF1중 하나)내의 위치를 지적하는 다운로드 데이타 포인터 DD를 포함한다. 다
운로드 DMA 리(151)에 의해 발생된 제3포인터는 현 다운로드 버퍼 CDB 버퍼를 포함한다. CDB 포인터는 
CDD 포인터에 의해 지적되는 송신 기술어내에 버퍼 기술어를 지적하고, 여기서 현 다운로드 프로세스의 
호스트 메모리 목적에 있어서 버퍼의 규정이 존재한다.

다운로드 DMA논리는 신호BUF1/0에 의해 예시된 바와 같이 매스터 연산에서 데이타를 전송하는 다운로드 
DMA 논리에 대한 현 송신 데이타 버퍼(153 : 154)를 또한 선택한다.

송신 DMA논리(155)는 송신 프로세스에 대해 세 가지 포인터를 발생시킨다. 이러한 포인터들은 송신 논리
(155)에 의해 현재 처리되어 지는 송신 기술어 링 버퍼(152)에서 기술어의 베이스 어드레스를 지적하는 
현 송신 기술어 CXD 포인터를 포함한다. 송신 판독 XR 포인터는 전송되어질 데이타를 판독하는 송신 프로
세스로부터 현 송신 데이타 버퍼(153또는 154) 혹은 현 기술어내의 위치를 지시한다.

XMIT TAIL 포인터(XT)는 큐의 후부 끝을 지적한다. XT포인터는 완결된 송신을 가지지만 그 상태 정보가 
호스트에 의해 판독되지 않은 프레임이 있을 때 CXD포인터보다 송신 기술어 링 버퍼(152)에서 더 오래된 
기술어를 지적한다.

바람직한 시스템은 호스트에 전송 료의 지시를 발생시키는 것에 관련된 두개의 모드에서 동작한다. XMIT 
COMPLETE ON DOWNLOAD 변수가 실패일 때, 선행하는 단락은 호스트 기록, 버스 매스터 다운 로드 및 전송 
프로세스와 관련된 데이타 구조를 기술했고 전송이 완결될 때 혹은 XMIT CONIPLETE THRESH(아래에서 기술
됨)가 부합될 때 표시기가 발생되어진다. XMIT  COMPLETE  ON  DOWNLOAD가 참 일 때, 다운로드 DMA 논리
(151)는 판독되지 않은 상태에 대한 프레임의 트랙을 유지하도록 한다. 이러한 모드에서, 호스트는 프레
임의 다운로드시 프레임에 대한 전송 완결 지시를 수신한다. 그렇게 된다면, 프레임은 호스트가 지시에 
응답가능하기 전에 전송되어질 수 있다. 이러한 조건은 XMIT TAIL포인터가 기술어 링 버퍼에서 가장 오래
된 유용한 엔트리를 더이상 정의하지 못하도록 한다. 따라서, 프레임 상태 프로세스는 필요한 것이다. 프
레임 상태 포인터 FS는 호스트에 의해 아직 판독되지 않은 상태에 대해서 가장 오래된 기술어의 베이스 
어드레스를 지적한다. FS포인터가 송신 프로세스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제 10 도에서 송신 DMA 논리
(155)에 예시되어진다. 그러나, 바람직한 시스템에서. 이것은 다운로드 DMA논리(151)에 논리적으르 접속
되어진다.

송신 DMA는 신호BUFO/1에 의해 지시되어지는 바와 같이 구성된 현 송신 프레임으로부터 현 송신 데이타 
버퍼(153또는 154)를 또한 선택한다.

어댑터에  대한  인터페이스는  사전규정된  어드레스  블럭에서  레지스터의  세트처럼  호스트에  의해 
보여진다. 전송에 포함되는 중대한 레지스터는 아래에 설명되어진다.

  (A. 송신 영역(XMIT AREA))

이 레지스터의 목적은 호스트의 메모리 시스템에서 프레임(있다면)의 나머지가 상주하는 곳을 정의하는 
데이타 구조 및 즉시 데이타를 갖는 어댑터를 호스트에 공급하는 메카니즘을 제공한다. 어댑터는 기술되
어지는 프레임이 최종적으로 전송되어질때 사용되는 송신 기술어 링(152)내에 이러한 정보를 저장한다.

어댑터는 데이타가 기록되어지는 어드레스 및 그것이 기록되어지는 순서를 사용함으로서 데이타가 표현하
는 것을 결정하게 된다. 데이타는 제 7 도에 참조하여 상술한 그 구조 및 순서를 사용하여 어댑터에 대해 
기록되어져야 한다.

버스 매스터 다운로드는 기술어가 XMIT AREA에 기록되고 송신 큐 상태(XMIT QU EUS STATUS)(아래에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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됨)가 호스트에 의해 판독된 후에 시작한다.

호스트가 송신영역(XMIT AREA)에 대하여 송신 기술어 버퍼 구조의 전송을 완결시키자마자, 호스트는 송신 
프레임 길이(XMIT FRAME LENGTH)를 판독함으로써 송신 프레임에 포함되어지는 호스트가 규정하는 바이트
의 수를 결정하게 된다. 다음에 송신 큐 상태(XMIT QUEUE STATUS)는 다른 프레임이 이 레지스터로 기록되
어지도록 CHD포인터를 내보도록 판독하여야 한다. 송신 큐상태(XMIT QUEUE STATUS)를 판독한 후, (송신 
프레임 길이(XMIT FRAME LENGTH)의 내용은 XMIT AREA가 다시 기록될 때까지 정의되지 않는다.

네트워크에 대한 실질 프레임 송신은 두 가지의 조건 즉, (1) XMIT START THRES T(아래에 기술됨) 조건이 
부합되었을 때, 혹은 XMIT START THREST가 제로이면, 전체 프레임이 어댑터의 램에 카피되었을 때, 그리
고 (2) 이전에 열을 이룬 송신 요청이 없을 때의 조건이 부합될 때 개시되어질 것이다. 더 많은 즉시 데
이타의 XMIT START THRESH 바이트가 XMIT AREA에 기록되면, 다음에 네트워크 전송은 송신 큐 상태(XMIT 
QUEUE STATUS)가 판독되기 전에 시작될 것이다.

호스트가 XMIT AREA로 데이타를 기록하는 동안 어탭터가 XMIT AREA자원을 다써버리면, 호스트는 이것이 
송신 큐 상태(XMIT QUEUE STATUS)를 판독할 때 6의 값으로 리턴되어진다.  메모리의 off the end로 종결
되는 기록은 어댑터상에 이미 큐로 되어진 어떠한 데이타에 대해서 나쁜 영향을 미치치 않는다.

송신 프레임의 수신지 및 소오스 어드레스는 호스트에 의해 각각의 송신 프레임에 대해 명시적으로 공급
되어져야만 한다. 이러한 정보는 즉시 데이타의 일부로서 혹은 즉시 데이타가 없다면, 기술어에 규정된 
제 1 데이타 버퍼의 제 1 14바이트로서 제공될 수 있다.

근본적으로, 호스트는 프레임 구분문자의 시작 및 프레임 체크 시퀀스(CRC)사이에 송신영역(XMIT AREA)레
지스터 혹은 다운로드 DMA 동작을 통해서, 매 바이트의 프레임을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데이타가 규정된 순서로 송신영역(XMIT AREA)로 기록되어지더라도, 하나의 예외가 존재한다. 
송신 버퍼 카운터/송신 즉시 길이(XMIT BUFFER COUNT/XMIT IMMED LEN)은 이러한 필드에 대한 초기값이 기
록된 후에, 어떤 버퍼 기술어 엔트리가 기록되기 전에 재기록되어진다.

다음의 제한 사항이 제공된다 :

1. 송신 버퍼 카운터/송신 즉시 길이(XMIT BUFFER COUNT/XMIT IMMED LEN)이 재기록될 때, 송신 즉시 길이
(XMIT IMMED LEN)의 새로운 값이 XMIT AREA로 이미 기록되는 즉시 데이타 비트의 수보다 더 작은 값을 규
정할 수 없다. 이것은 더 큰 값을 규정한다. 그 수가 크다면, 다음에 나머지 즉시 데이타 바이트(및 어떤 
버퍼기술어)는 새로운 송신 버퍼 카운터/송신 즉시 길이(XMIT BUFFER COUNT/XMIT IMMED LEN) 값이 기록된 
후에 기록되어지게 된다.

2. 송신 버퍼 카운터/송신 즉시 길이(XMIT BUFFER COUNT/XMIT IMMED LEN)을 재기록할 때, 심지어 그 값중 
하나가 동일한 것을 남아있더라도 완전한 32비트 양이 재기록되어야 한다. 송신 즉시 길이(XMIT  IMMED 
LEN)를 재기록하는 기능은 호스트 시스템에서 하나의 수신 어댑터에서 다른 하나의 송신 어댑터까지 데이
타의 직접 이동을 용이하게 하도록 포함되어진다. 연산 시퀀스는 다음과 같다 :

1. 수신 어댑터는 호스트로 초기 수신 지시를 제공한다.

2. 그 수신 프레임이 제 2 어댑터상으로 송신되어질 때, 호스트는 최대 길이, 모든 즉시 데이타 프레임을 
규정하는 제 2 어댑터에 대한 XMIT AREA 에서 송신 기술어를 셋 업시킨다.

3. 다음에 호스트는 전송된 데이타의 수신지로서 전송 어댑터를 규정하는 수신 어댑터상에 버스 매스터 
전송을 셋 업시킨다. 데이타가 하나의 어댑터상으로 수신될 때, 그것은 다른 XMIT AREA으로 수신 어댑터
에 의해 버스-매스터되어진다.

4. 프레임 수신이 종결될 때, 호스트는 프레임 길이를 결정하고 그 값을 전송 어댑터의 XMIT IMMED LEN 
필드에 기록한다.

  (B. XMIT 완전 한계)

  XMIT 완전 한계는 전송 완결의 초기 표시를 제공한다.(판독/기록, 4바이트, 1개의 32비트 워드.)

XMIT 완전 한계 레지스터는 어댑터가 XMIT 완전 지시를 발하기 전에 어댑터(어댑터 모드에 따름)에 대한 
다운로드되거나 혹은 송신되어지도록 남아있는 송신 바이트의 수를 규정하도록 사용된다. 비트 10 내지 0
만이 이러한 레지스터내에 구현되어진다. 최대 프레임 길이보다 큰 값은 이러한 기능이 적절하게 동작하
는 것을 제한하게 된다. 이러한 기능을 디스에이블시키는 방법은 레지스터를 제로로 세트시키는 것이다. 
송신 프레임 길이(XMIT FRAME LENGTH) (아래를 참조하라)에서의 값은 송신 프레임의 끝이 어딘지를 결정
하도록 사용된다.

이러한 한계값이 너무 높게 세트되어지면, 다음에 호스트는 어댑터가 유효 송신 상태 지시를 제공하기 전
에, 지시에 응답하게 된다. 송신 프레임 상태(XMIT FRAME STATUS)는 ff(16진수)를 리턴하면, 다음에 XMIT 
완전 한계는 지시를 약산 지연시키도록 조정되어져야 한다. 이것은 XMIT 완전 한계 레지스터내의 값을 감
소시킴에 의해 달성되어진다. 이러한 레지스터의 기능은 프레임의 제 1 60바이트의 전송동안 디스에이블
되어진다. 이러한 레지스터는 리세트동안 0으로 소거된다.

  (C. XMIT 실패)

XMIT 실패는 송신 실패의 원인을 반환시킨다.(판독 전용, 4바이트, 1개의 32비트 워드.)

이러한 레지스터는 큐 프레임을 송신하도록 하는 시도의 실패의 원인을 반환시킨다. 난-제로 값은 송신 
시도동안 프레임이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에러를 만나는 것을 표시한다.

레지스터내의 비트는 아래와 같이 정의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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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0     DMA 언더런

버트1     반송자 감지 손실

비트2     최대 충돌

비트3     SQE 테스트 실패

이러한 레지스터는 프레임의 송신 시도의 성공 혹은 실패와 관계없이 유효 데이타를 포함한다. 실패가 없
다면, 다음에 이 레지스터는 0(16진수)의 값을 포함한다. 이러한 레지스터의 내용은 프레임이 송신 프레
임 상태(XMIT FRAME STATUS)는 ff(16진수와 동일하지 않음)을 완결했는 이후 그리고 XMIT PROT ID가 판독
되기 전에 유효하다.

데이타 언더런이 발생하면, 어댑터는 송신동안 프레임으로의 CRC 에러가 프레임이 잘못된 프레임으로 수
신되어지고 수신지 장치에 의해 폐기되어지는 것을 보장하도록 한다.

  (D. XMIT 프레임 길이)

  XMIT 프레임 길이는 송신되어질 바이트 수를 리턴시킨다. (판독전용, 4바이트, 1의 32비트 워드.)

XMIT 프레임 길이 레지스터는 CXD 포인터에 의해 확인된 현 송신 프레임 기술어에 의해 송신용으로 큐로 
되어진 바이트의 전체 갯수를 리턴시킨다. 이러한 값은 이 프레임용 어댑터에 대해 다운로드된 모든 버퍼 
길이 필드 및 즉시 데이타 바이트의 전체 갯수이다. 이 레지스터에 의해 리턴된 값은 프레임이 그 길이에 
있어서 60바이트보다 작을 때 어댑터에 의해 행해지는 프레임의 어떠한 패딩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XMIT 프레 임 길이 레지스터는 호스트가 마지막 바이트를 XMIT AREA로 기록한 후 즉시 타당하게 되고 송
신 큐 상태(XMIT QUEUE STATUS)의 판독 후 송신 영역(XMIT AREA)으로 첫번째가 기록될 때까지 타당하게 
남아있게 된다.

  (E. XMIT 프레임 상태)

  XMIT프레임 상태는 송신 시도의 결과를 리턴시킨다.(판독 전용, 4바이트, 1의 32비트 워드.)

이 레지스터의 최소 유효 16비트는 큐되어진 프레임을 송신하기 위한 시도의 상태를 리턴시킨다. 최대 유
효 16비트는 프레임에 대한 XMIT REQ HANDLE을 리턴시킨다. XXXXOOOO(16진수) (XXXX는 이 특정 프레임에 
대한 XMIT REQ HANDLE이다)의 값은 성공적인 송신용으로 리턴되어지는 반면, XXXXOOOa(16진수)는 잘못된 
송신에 대해 리턴되어진다.  XXXXOOfe(16진수)는 리턴된 H이고, 어댑터는 충돌후 송신을 재시도하는 프로
세스에 있다. 송신이 아직 진행중에 있으면, XMIT FRAME STATUS는 XXXXOOff(16진수)를 리턴시킨다.

프레임이 성공적으로 송신되지 않으면, 송신 실패의 특정 원인이 송신 실패(XMIT FA ILURE)에서 입수할 
수 있다. XMIT PROT ID를 판독하는 것은 만약 있다면, 다음 송신되는 프레임의 상태에 대해 송신 프레임 
상태(XMIT FRAME STATUS)를 선행시킨다. 송신 프레임 상태(XMIT FRAM STATUS)가 판독될 때 재시도상태 값
이 리턴되면, 다음에 송신 프레임 상태(XMIT FRAME STATUS)를 판독하는 것은 송신 완결(XMIT COMPLETE) 
표시를 또한 소거한다.

  (F. XMIT PROT ID)

송신 프로토콜 ID(XMIT PROT ID)는 송신 프레임의 프로토콜 ID를 리턴시키다(판독 전용, 4 바이트, 1개의 
32비트 워드.)

어댑터가 큐되어진 프레임의 송신에 대한 시도를 완결시키고 그 상태를 알리자마자, XMIT PROT ID는 프레
임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호스트에 의해 판독될 수 있다.  여기서 리턴되어진 값은 XMIT AREA를 통해 프레
임을 큐하는 동안 송신 프로토콜 1D(XMIT PROT ID) 필드로 기록되어진 것과 동일한 값이다.

이러한 레지스터를 판독하는 것은 재시도 상태 값이 송신 프레임 상태(XMIT FRA ME STATUS)로부터 판독되
어질 때를 제외하고 송신 완결(XMIT COMPLETE) 지시를 소거한다. 재시도가 판독될 때, 다음에 송신 프레
임 상태(XMIT FRAME STATUS)를 판독하는 것은 송신 완결(XMIT COMPLETE)를 소거하게 된다.

XMIT PROT ID값은 32비트 레지스터의 상위 16비트에 상주한다. 이 레지스터의 최소 유효 16비트는 MAC ID 
레l지스터로 기록된 MAC ID 값을 리턴시키게 된다. 더블-워드 판독은 동시에 양쪽 값을 리턴시키게 된다.

다중 프레임이 송신용으로 큐되어질 수 있음에 따라서, 다중 송신 결과는 큐되어질 수 있다. XMIT PROT 
ID의 양쪽 워드를 판독하는 것은 송신 프레임 상태(XMIT FRAME STATUS), 송신 실패(XMIT FAILURE) 및 송
신 프로토콜 ID(XMIT PROT ID)에서 완결 상태를 만약 있다면 완결된 송신을 갖는 다음 프레임의 상태에 
대해 선행시킨다.

  (G. XMIT QUEUE STATUS)

  송신 큐 상태(XMlT QUEUE STATUS)는 송신 프레임을 큐시키는 결과를 리턴시킨다.(판독 전용, 4바이트, 
1의 32비트 워드.)

송신 큐 상태(XMIT QUEUE STATUS) 레지스터의 판독은 XMIT AREA를 통해 송신 프레임을 큐하도록 하는 호
스트의 시도 상태를 리턴시킨다.

2(16진수)-성공 : 송신 요청이 성공적으로 큐되어지면, 이 값은 송신 큐 상태(XMIT QUEUE STATUS)이 판독
될 때 리턴되어진다.

6(16진수) - 자원 부WHR : 어댑터가 큐 저장 램 부족으로 동작하면, 6(16진수)의 상태는 리턴되어진다.

7(16진수) - 너무 긴 프레임 : 단일 프레임에서 송신되어지는 전체 바이트의 수가 최대 프레임 길이를 초
과하면, 이 레지스터는 7(16진수)를 리턴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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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6진수)-순서 위반 : 송신영역(XMIT AREA)에 기록된 데이타가 순서없이 기록되면, 이 에러 코드가 리턴
되어진다.

ff(16진수) - 어댑터 비 대기 : 송신 큐 상태(XMIT QUEUE STATUS)가 XMIT AREA로의 기록의 완결 후에 너
무 빨리 판독되면, 큐 프로세스가 완결되기 전에 상태 값을 판독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레지스터를 판독하는 것은 다른 송신이 큐되어지도록 송신 영역(XNIIT ARE A)를 또한 선행시키야 
한다. 이러한 레지스터는 반드시 모든 데이타가 송신영역(XMIT AREA)로 기록된 후 그리고 다음 송신 요청
이 송신영역(XMIT AREA)로 기록되기 전에 판독되어야만 한다.

에러 코드(6(16진수), 7(16진수), 혹은 ff(16진수))가 송신 큐 상태 (XMIT QUEUE STATUT)에 의해 판독되
어지면, 프레임은 큐되어지지 않고, 호스트는 다른 시간에 이것을 큐시키도륵 시도되어져야 한다.  당연
히, 프레임이 너무 길게 플래그되면, 이것은 다른 큐 시도가 행해지기 전에 다중 프레임으로 나누어져야 
한다.

코드 지시 성공(2(16진수))이 리턴되면, 다음에 호스트는 즉시 부가적인 프레임을 큐시키는 시도를 즉시 
진행한다. 큐되어질 프레임의 수는 이러한 목적으로 할당되는 어댑터의 렘의 양 및 각각의 프레임에 포한
된 즉시 데이타의 양에 의존한다.

호스트가 너무 긴 프레임을 큐하도록 시도하고 또한 이용가능한 송신 기술어(TRANSMIT DESCRITOR) 자유 
스페이스를 또한 초과하면, 처음에 발생하는 에러는 우선권을 취하게 되고 호스트로 리턴되어지게 된다.

  (H. XMIT START THRESH)

  송신 상태 한계(XMIT START THRESH)는 송신의 초기 시작에 제공되어 진다.(기록/판독, 4바이트, 1의 32
비트 워드.)

XMIT START THRESH 레지스터는 송신을 시작하기 전에 어댑터 상에 상주해야하는 송신 바이트 수를 규정하
도록 사용되어진다. 비트 10 내지 0만이 이 레지스터내에 구현되어 진다. 최대 프레임 길이보다 큰 값은 
이 기능이 적절하게 동작하는 것을 방해한다. 이러한 기능을 디스에이블시키는 방법은 레지스터를 제로로 
세트시키는 것이다. 바이트는 송신 프레임의 수신지 필드의 제 1 바이트의 시작과 함꼐 계수되어진다.

이용가능한 것으로 간주되는 바이트 수는 호스트에 의해 XMIT AREA로 기록되는 즉시 데이타 및 버스 매스
터 DMA연산을 사용하여 어댑터에서 송신 데이타 버퍼로 송신되어지는 이러한 데이타의 합이다. 송신 요청
은 XMIT START THRESH 송신 프레임 바이트가 즉시 데이타로부터 이용가능한 이후 혹은 어댑터가 어댑터상
에 버스-매스터 XMIT START THRESH - XMIT IMMED LEN바이트를 구비할 때에 즉시 알려지게 된다.

어댑터에 상주하는 바이트의 수는 개시되는 송신을 위한 XMIT START THRESH에서의 값과 동일하거나 혹은 
커야만 하고, 그렇지않으면, 전체 프레임 크기는 XMIT START THRESH보다 작다. 그 경우, 프레임은 전체 
프레임이 어댑터로 카피되어질 때 송신을 시작하게 된다. 프레임의 실질 송신은 이전에 계류중인 송신 프
레임에 의해 그리고 네트워크 통신량에 대한 지연에 의해 지연되어진다. 이러한 레지스터는 리세트동안 
제로로 세트되어진다.

  (1. 송신 링 관리)

  제11A도 내지 제11E도는 송신 동작에 사용되는 포인터의 진행을 예시한 것이다. 제11A도 내지 제11E도
에서, 일반적으로 200인 송신 기술어 링 부 및 송신 데이타 버퍼(201-0 및 201-1)이 도시된다. 또한, 전
술한 바와 같이 축약된 포인터가 지시된다.

제 11A 도에서, 호스트 기술어 논리는 송신 기술어 링(200)으로의 제 1 기술어를 기록하는 것이다. 따라
서, CXD 포인터는 제 1 기술어의 베이스 어드레스를 지적하고, HW포인터는 호스트가 다음 더블 워드의 기
술어로 기록하도륵 예상된 베이스 어드레스로부터의 오프셋을 지적한다. 다운로드 포인터는 CDD를 포함하
고, CDB는 시작하는 다운로드 연산이 없을 때 제 1 기술어의 베이스 어드레스를 또한 지적한다. 마찬가지
로, 송신 기술어 CXD및 XR은 동일한 베이스 어드레스를 지적하게 된다. 최종적으로, 링의 테일 XT포인터
는 시작 포인터를 지적한다. 다운로드 데이타 포인터 DD는 예를 들면, 버퍼 제로와 같은 제1버퍼의 톱올 
지적한다.

제11B도에 예시된 바와 같이, 제1기술어는 기록을 완결시키고 다운로드 프로세스를 시작하고 호스트는 제 
2 기술어의 기록을 시작한다. 따라서, 호스트 기술어 논리 포인터 CHD는 다음 기술어의 베이스 어드레스
를 지적하고, HW포인터는 다음 바이트의 예상되는 어드레스를 지적한다. 다운로드 CDD는 제 1 기술어의 
베이스 어드레스를 지적한다. 다운 DMA 논리는 호스트로부터 송신 데이타 버퍼로 버퍼의 전송 프로세스에 
있게 된다. 따라서, CDB 포인터는 제 1 기술어에서 다운로드 버퍼의 기술어를 지적하고, DD포인터는 데이
타가 다운로드되어지는 송신 데이타 버퍼내에서 오프셋을 지적한다. 한계값에 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
떠한 송신 동작도 아직 시작되지 않는다. 따라서, 송신 포인터 및 테일 포인터는 여전히 제 1 기술어를 
지적한다.

제 11C 도에 있어서, 호스트 기술어 논리는 제 3 기술어에서 동작하고, 다운로드 논리는 제 2 기술어상에
서 동작하고, 송신 논리는 제 1 기술어상에서 동작한다. 호스트 기술어 논리 CXD 및 XR은 제 1 기술어상
에서 동작한다. 따라서, CXD 포인터는 제 1 기술어의 베이스 어드레스를 지적하고 XR포인터는 송신 DMA논
리에 의한 송신용으로 판독되는 즉시 데이타를 지적한다.

송신 판독 포인터 XR은 즉시 데이타의 판독을 완결시키고 다음에, 제 11B 도에 예시된 바와 같이, 제 1 
기술어를 처리할 때 다운로드 DMA논리에 의해 채워진 송신데이타 버퍼로 이동한다.

송신 테일 포인터 XT는 제 1 기술어의 베이스 어드레스를 여전히 지적한다.

다운로드 논리는 제 2 기술어상에서 동작한다. 따라서, CCD 포인터는 제 2 기술어의 베이스 어드레스를 
지적하고, CDB 포인터는 제 2 기술어내에서 버퍼 기술어를 지적하고, DD포인터는 다운로드 DMA논리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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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로부터 데이타를 전송하는 제 2 송신 데이타 버퍼내에 오프셋을 지적한다.

제 11C 도에서, 호스트는 XMIT AREA 레지스터로 제 3 기술어를 기록한다. 따라서, CHD 포인터는 제 3 기
술어의 베이스 어드레스를 지적하고, HW포인터는 호스트에 의해 기록될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 바이트에 
대한 오프셋을 지적한다.

제 11D 도에서, 프로세스는 호스트가 제 4 기술어로 기록하도록 이동되어진다. 따라서, CHD 포인터는 제 
4 기술어의 베이스 어드레스를 지적하고, HW포인터는 XMIT AREA 레지스터에 대한 다음 기록의 예상되는 
어드레스를 지적한다.

다운로드 논리는 제 3 기술어상에서 동작한다. 따라서, CDD 포인터는 제 3 기술어의 베이스 어드레스를 
지적하고, CDB 포인터는 제 3 기술어내에서 버퍼 기술어를 지적하고, 다운로드 데이타DD포인터는 발생되
는 다운로드에서 제 1 데이타 버퍼에서 위치를 지적한다. 이러한 동작은 제 1 기술어의 송신이 다운로드 
논리에 의한 용도로 제 1 데이타 버퍼를 자유롭게 되어졌음을 나타낸다.

송신 논리는 제 2 기술어상에서 동작한다. 따라서, CXD 포인터는 제 2 기술어의 베이스 어드레스를 지적
하고, XR 포인터는 송신 논리에 의해 판독되는 데이타로부터 송신 데이타 버퍼에서의 위치를 지적한다. 
제 1 기술어의 상태가 아직 판독되지 않았기 때문에, 송신 테일 XT 포인터는 제 1 기술어의 베이스 어드
레스를 여전히 지적한다.

제 11E 도에서, 프로세스는 제 4 기술어의 기록이 완결되도륵 진행되어지지만 호스트는 일시적으로 새로
운 기술어의 기록을 중지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경우, CHD포인터 및 HW 포인터는 호스트에 의한 더 
이상의 활동을 대기하는 제5기술어의 베이스 어드레스를 지적한다. 다운로드 프로세스는 제 3 기술어의 
다운로딩을 아직 완결시키고 있다.  따라서, 현 CCD포인터는 제 3 기술어의 베이스 어드레스를 지적하고, 
CDB 포인터는 제 3 기술어내의 버퍼 기술어를 지적한다. DD 포인터는 데이타를 언로딩시키는 다운로드 프
로세서에 대해 송신 데이타 버퍼에서의 위치를 지적한다.

제 11E 도에서, 제 2 기술어에 의해 확인된 프레임의 송신이 완결됨을 가정하고, 송신 논리는 송신 논리
가 송신을 시작한 충분한 데이타를 완결시키거나 혹은 다운로드시키도록 제 3 기술어상의 다운로드 연산
을 대기한다. 따라서 CXD및 XR포인터는 제 3 기술어의 베이스 어드레스를 지적한다.

이러한 프로세스는 어댑터에 의해 조정된 기술어의 자동 링 순환으로 계속된다. 또한, 언더런 조건은 수
정되고 적절한 에러신호가 어댑터에 의해 지시된다.

  (V. 수신 프로세스)

  제 12 도는 호스트 인터페이스 논리 및 수신 기능에 포함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논리 도면이다. 호스
트 인터페이스 논리는 업로드 DMA 논리(300) 및 뷰 논리(301)를 포함한다. 업로드 DMA 논리(300)는 아래
에 기술된 XFER 어드레스 블럭을 통해서 호스트와 인터페이스한다. 뷰 논리(301)는 LOOKBUF 및 아래에 기
술된 관련된 어드레스 블럭을 통해 호스트와 인터페이스한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논리는 수신 DMA논리(302)를 포함한다. 호스트 인터페이스 논리 및 네트워크 인터페
이스 논리 양쪽 모두는 호스트 인터페이스 논리 및 인터페이스 논리 양쪽 모두는 호스트 독립 어댑터 메
모리에서 수신 링 버퍼영역(303)과 인터페이스한다. 또한, 업로드 DMA논리(300)는 호스트 독립 어댑터 메
모리내에서 전송 기술어영역(304)과 인터페이스한다.

이 논리는 수신 버퍼 링을 또한 유지한다. 따라서, 다수의 포인터가 포함된다. 업로드 DMA논리는 업로드
된 프레임의 베이스 어드레스를 지적하고 또한 링의 테일 끝인 수신 테일 포인터 RT를 발생시킨다. 뷰 논
리는 어댑터 메모리에서 LOOKBUF의 베이스 어드레스를 지적하는 현 프레임 포인터 CF 혹은 뷰 논리(301)
에 의해 보여지는 프레임을 발생시긴다.

수신 DMA 논리(302)는 수신된 프레임의 베이스 어드레스를 지적하는 현 수신 포인터 CR을 발생시키고, 현 
프레임에서 데이타가 기록되어지는 위치로 수신 기록 포인터 RW가 지적한다. 수신 DMA논리(302)는 상태 
포스트동안 다음 수신 프레임의 시작 위치에 대해 지적하는 다음 수신 포인터 NR을 또한 발생시킨다.

첨부된 호스트 어드레스 맵을 이해함으로써 수신 프로세스를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A. LOOKBUF)

룩 버퍼(LOOKBUF) 레지스터는 수신된 프레임을 검사 및/혹은 전송하도록 호스트에 의해 사용된다. (판독 
전용, 2036바이트, 509의 32비트 워드.)

호스트는 모든 부분의 수신된 프레임을 검사하도록 LOOKBUF 레지스터를 사용할 수 있다. 판독은 어떤 폭 
및 어떤 순서를 가져야 한다. LOOKBUF는 억세스되는 바이트를 선택하도록 호스트의 어드레스 버스의 최소 
유효 11 어드레스 비트를 사용한다. 호스트는 프레임의 일부를 검사할 수 있고 다음에 프레임의 나머지 
부분을 전송하도록 업로드 DMA 논리(300)의 버스 매스터 기능을 사용한다. 부가적으로, 호스트는  메모리 
이동 명령어를 사용하는 호스트 메모리에 대한 내용을 송신하고 프레임을 검사하는 양쪽 모두를 할 수 있
다.

수신된 프레임은 수신지 어드레스 필드가 레지스터의 바이트 제로에서 시작하도록 LOOKBUF내에서 항상 배
열되도록 한다. 호스트는 현 프레임의 끝 이상 판독된 데이타에 대한 어떤 것도 추정할 수 없다. 다음 수
신 프레임은 이것에 대해 보장되지 않는다. 호스트는 다음 수신 프레임 버퍼에 대해 LOOKBUF를 선행시키
도록 RCV DONE에 대한 기록을 사용해야만 한다.

 ( B. RCV BYTES AVAIL)

RCV BYTES AVAIL은 LOOKBUF에서 유효 바이트의 수를 리턴시킨다.(판독 전용, 4바이트, 1의 32비트 워드.)

이 레지스터는 현 프레임으로부터 수신된 바이트 수의 런닝 계수를 제공한다. 이 레지스터가 계수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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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최대값은 레지스터 RCV MAX AVAIL값(더이상 도시되지 않음)에 의해 경계되어진다.

바이트로 판독할 때, 레지스터는 비트 7 내지 0이 판독될 때 비트 10 내지 8의 값을 저장한다. 이것은 이 
동적 레지스터의 판독 보전성을 보장한다.

  (C. RCV DONE)

RCV DONE 는 LOOKBUF가 다음 프레임에 선행하도록 한다.(기록 전용, 4바이트, 32비트 워드.)

이 레지스터의 최소 유효 바이트에 대한 임의 값의 기록은 LOOKBUF가 다음 수신 프레임(만약 있다면)에 
대해 선행하도록 한다. 수신 바이트 유효(RCV BYTES AVAIL), 수신 프레임 크기(RCV FRAME SIZE) 및 수신 
프레임 상태(RCV FRAME STATUS)는 모두 유사하게 갱신되어 진다.

RCV DONE가 기록되어 질 때 LOOKBUF에 있는 프레임은 LOOKBUF에 재저장되지 않는다. 어댑터는 RCV DONE이 
결국 기록될 때까지 그 내부 수신 버퍼 및 LOOKBUF에 있는 프레임을 저장한다. 비록 LOOKBUF에 있는 데이
타가 RCV DONE에 기록될 때 더이상 볼 수 없더라도, 송신영역(XFER AREA)으로의 기록에 의해 초기화되어
지는 어떠한 데이타 전송도 성공적으로 완결되어지게 된다. 수신된 프레임의 데이타는 데이타 전송이 완
결될 때까지 유지되어질 것이다.

  (D. RCV FRAME SIZE)

수신 프레임 크기(RCV FRAME SIZE)는 현 수신 프레임의 크기를 리턴시킨다.(판독 전용, 4바이트, 1개의 
32비트 워드.)

수신 프레임 크기(RCV FRAME SIZE)는 하위 16비트에 있는 현 수신 프레임의 크기(바이트로써) 및 상위 16
비트에 있는 MAC ID 값을 리턴시킨다.

길이 값은 알려지지 않고 따라서 어댑터가 프레임의 수신을 완결시킬 때까지 사용할 수 없다. 어댑터가 
프레임을 수신하는 프로세스에 있을 때, 레지스터는 XXXXOOOO(16진수)를 리턴시키고, 여기서, XXXX는 MAC 
ID 레지스터로 기록된 MAC ID 값이다.

이 길이값은 호스트가 RCV DONE로 기록될 때까지 유효하게 남아있다. RCV DONE가 이슈될 때, 이 레지스터
의 최소 유효 16비트는 0(16진수)으로 리턴되어진다. 길이값은 총괄적인 수신지 어드레스 필드의 제 1 바
이트에서 데이타 필드의 마지막 바이트까지 모든 바이트의 계수에 의해 계산되어진다.

호스트에 대한 지시가 전체 프레임이 수신되기 전에 발생되어지면, 프레임의 크기는 수신된 프레임의 최
종 상태와 무관하게 프레임 수신의 완결에서 이 레지스터에 포스트되어지게 된다. 수신 프레임 상태(RCV 
FRAME STATUS) 레지스터는 프레임이 에러없이 수신되는지를 판단하도록 검사되어져야 한다. 이러한 레지
스터는 에러(예를 들면, OVERSIZED FRAME)와 함께 수신된 프레임에 대한 부정확한 값을 포함한다.

  (E. RCV FRAME STATUS)

수신 프레임 상태(RCV FRAME STATUS)는 현 수신 프레임의 상태를 리턴시킨다.(판독 전용, 4바이트, 1의 
32비트 워드.)

수신 프레임 상태(RCV FRAME STATUS)는 현 수신 프레임의 상태를 리턴시킨다. 이러한 상태는 포스트되지 
않고, 따라서 어탭터가 프레임의 수신을 완결할 때까지 이용할 수 없다.

이러한 레지스터내에 있는 비트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진다.

비트 0     DMA 오버런

비트 1     배열 에러

비트 2     잘못된 CRC

비트 3     RUNT 프레임

비트 4     OVERSIZED 프레임

이러한 레지스터의 내용은 수신 프로세스의 완결 후에 즉시 사용가능하게 되고 호스트가 RCV DONE로 기록
할 때까지 유효하게 남아있다. 어댑터가 수신될 때 호스트로 프레임 데이타를 전송하도록 구성되고 프레
임이 에러를 함께 수신하면, 어댑터는 버스 매스터 DMA 시퀸스를 중지하고 전송의 완결에 관한 호스트에 
대한 에러 코드를 리턴시킨다. 그 때 호스트는 프레임이 불완전하게 동작하는지를 결정하도록 RCV FRAME 
STATUS 를 판독한다.

수신 실패인 경우, 어댑터가 잘못된 프레임을 수신하도륵 구성되거나 혹은 수신동안 프레임을 전송하도록 
하면, 호스트는 어댑터상의 수신 버퍼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RCV DONE에 기록해야만 한다.

어댑터가 수신 완결(RCV COMPLETE) 지시를 발생시키는 초기 수신(EARLY RCV) 지시 혹은 길이 레프트 한계
(LENGTH LEFT THRESH) 레지스터를 발생시키면, 어댑터는 프레임을 수신하고 어탭터가 잘못된 프레임을 수
신하도록 구성되지 않더라도 프레임이 에러를 가지고 수신되었는지의 여부와 무관하게 수신 상태를 알리
게 된다. 이러한 경우, RCV DONE는 수신을 인식하도록 발생되어야 하고 프레임을 폐기시켜야 한다.

이러한 레지스터를 판독하는 것은 수신 완결(RCV COMPLETE)를 인식한다.

  (F. XFER AREA)

전송영역(XFER AREA) 레지스터는 수신된 프레임의 전송을 위해 버퍼 포인터를 어댑터에 제공하도록 사용
되어진다(기록 전용, 1,024바이트, 256개의 32비트 워드.)

이러한 레지스터의 목적은 호스트 메모리 시스템에서 현 수신 프레임이 전송되어야하는 곳을 어댑터에 알
리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세트의 포인터를 이러한 레지스터로 기록함에 의해 달성되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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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XFER AREA는 각각의 파라미터의 기능을 판단하도록 호스트의 어드레스 버스의 최소 유효 11비트를 사용하
는 기록 전용 레지스터이다. 전송 규정은 제 7 도의 구성을 사용하는 XFER AREA로 기록되어야 한다.

실질 데이타 전송은 전송 큐 상태(XFER QUEUE STATUS)로부터의 판독에 의해 초기화되어진다. 어댑터가 램
이외의 동작없이 전송 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다음에 어댑터는 데이타를 호스트의 메모리로 전송하
기 시작한다. 어댑터가 그 전송 큐 버퍼에서 메모리 이외를 동작시킨다면, 전송영역(XFER AREA)에 대한 
어떠한 부가적인 기록은 무시되어진다. 호스트는 어떤 거절된 전송 요청을 다시 제출해야한다.

현 수신 프레임은 LOOKBUF를 통해 호스트에 현재 이용가능한 수신 프레임으로서 정의되어진다. 수신 프레
임은 네트워크로부터 수신된 동일한 순서로 조정되어진다.

호스트에 의해 폐기되자마자, 수신된 프레임은 검사되어지지 않거나 혹은 전송을 셋 업시키지 않게 된다.

수신된 프레임은 RCV  DONE에 대한 기록에 의해 배치되어진다. 그 기록이 발생될 때까지,  현 프레임은 
LOOKBUF에 남아있고 제한되지않은 시간동안 호스트에 전송되어진다. 배치되자마자, 프레임이 검사되거나 
전송될 필요는 없다. 배치는 전송이 진행중에 있지 않으면 즉시 발생한다. 전송이 진행중에 있으면, 다음
에 프레임의 배치는 전송이 완결될 때까지 발생되지 않는다

  (G. XFER COMPLETE THRESH)

전송 완결 한계(XFER COMPLETE THRESH)는 전송되는 바이트에 기초하여 초기 전송 완결 지시를 제공한다
(판독/기록, 4바이트, 1개의 32비트 워드.)

전송 완결 한계(XFER COMPLETE THRESH) 레지스터는 호스트에 대한 전송 완결 지시를 발생하기 전에 어댑
터에 의해 호스트에 전송되어져야 하는 프레임의 끝으로부터의 바이트 수를 규정한다. 전송되도록 남아있
는 바이트 수가 XFER COMPLETE THRESH에서의 값과 같거나 혹은 작을 때 전송, 완결(XFER COMPLETE)지시는 
세트되어진다(만약 마스크되지 않는다면).

다만 비트 10 내지 0은 이 레지스터내에 구현되어진다. 그러나, 최대 프레임 길이보다큰 값은 이 기능이 
적절하게 동작하는 것을 방해한다. 이러한 기능을 디스에이블시키는 바람직한 방법은 레지스터를 제로로 
세트시키는 것이다.

수신되는 프레임이 여전히 수신되어지는 동안, 전송 완결 한계(XFER COMPLETE THRESH) 조건이 충족되면, 
XFER COMPLETE는 프레임이 수신될 때까지 억제되어진다. 전송 한계(XFER COMPLETE)가 이러한 방식으로 억
제되면, 길이 레프트 한계 (LENGTH LEFT THRESH)는 이 레지스터내에서 그 값이 중복되어지고 초기 전송 
완결(XFER COMPLETE) 지시를 발생시키도록 사용되어질 것이다.

프레임이 송신이 초기화되어질 때 충분히 수신되면, 다음에 전송 길이는 XFER AREA를 통해 전송되어지도
록 요청되는 바이트 수 및 실질 프레임 길이보다 더 짧게 된다. 전송이 초기화되어질 때 프레임이 여전히 
수신되면,  그  길이는  길이  필드  플러스(14)의  값으로  가정된다.  길이  필드의  값이  1,500보다  크지만 
8137(16진수) (즉, 특정 프레임 타입 식별자)와 같지 않으면, 프레임 길이는 1500바이트로 가정되어진다. 
길이 필드가 8173(16진수)를 포함하면, 다음에 수신 프레임의 바이트(17, 18)는 프레임의 길이 값을 포함
하도록 가정되어진다. 이 가정된 길이는 프레임이 전체적으로 작은 실질 프레임 크기로 수신되어 질 때  
변경되어지고 요청된 바이트의 수는 송신되어진다.

이 값은 전송 완결 지시에 대해 너무 빨리 응답하는 것이 얼마나 자주 있는지와 대비하여 늦게 혹은 제 
시간에 도달하는 것이 얼마나 자주 있는지를 결정하도록 호스트에 의해 조절될 수 있다. 호스트가 너무 
빨리 응답하면, 전송 상태(XFER STATUS)는 상태가 정의되지 않는 것을 가리키는 ff(16진수)를 리턴시키고 
송신은 짧게 완료되어질 것이다. 이 레지스터는 리세트동안 0으로 세트되어진다.

  (H. XFER STATUS)

전송 상태(XFER STATUS)는 수신 프레임 전송의 상태를 리턴시킨다(판독 전용, 4 바이트, 1개의 32비트 워
드.)

이러한 레지스터를 판독하는 것은 수신 프레임 전송 시도의 상태를 리턴시킨다. 가능한 리턴 값은 성공에 
대해서는 0(16진수)이고, 실패에 대해서는 a(16진수)이고, 알려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ff(16진수)이다. 
XFER STATUS는 전송이 진행중일 때는 ff(16진수)로 설정되어 진다. 전송 실패는 호스트 버스상에 만나는 
과도한 대기 상태에 의해 또는 결함이 있는 수신 프레임에 의해 발생되어질 수 있다. 이러한 레지스터를 
판독하는 것은 INDICATION REASON 레지스터내의 XFER COMPLETE를 인식(리세트)시키게 된다.

  (VI. 수신-지시)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서는, 네트워크 어댑터는 두 가지 타입의 수신 한계 논리를 가진다. 수신 한계 논리
는 네트워크로부터 수신된 데이타의 양에 의존하는 초기 지시신호를 발생시킨다. 제 1 수신 한계 논리 혹
은 예견 한계 논리는 얼마나 많은 바이트의 데이타 프레임이 수신되는지에 기초한 초기 지시신호를 발생
시킨다. 제 2 한계 지시논리 혹은 길이-레프트 한계 논리는 얼마나 많은 바이트의 데이타 프레임이 수신
되어지도록 남아있는지에 기초하여 초기 지시신호를 발생시킨다.

제13a도 및 제 13b  도는 일반적인 이더넷 데이타 프레임을 나타낸다. 제 13  도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데이타 프레임은 프리앰블 필드, 수신지 어드레스 필드, 소오스 어드레스 필드, 길이/타입 필드, 
데이타 필드 및 순환 여유 검사(CRC) 필드를 포함한다. 프리앰블은 교번하는 1과 제로를 포함하는 64-비
트 동기화 패턴이다. 수신지 어드레스 필드는 데이타 프레임이 송신되어질 국을 규정하는 48비트를 포함
한다. 소오스 어드레스 필드는 데이타 프레임을 전송하는 국의 단일 어드레스를 포함하는 48비트를 포함
한다. 길이/타입 필드는 데이타 프레임과 관련된 고 레벨 프로토콜 혹은 후속하는 데이타 필드의 길이를 
식별하는 16-비트 필드를 포함한다. 데이타 필드는 데이타의 46 및 1,500 바이트 사이에 포함된다. 마지
막으로, CRC 필드는 순환 여유 검사 코드의 32비트를 포함한다. 데이타 프레임 사이의 최소 스페이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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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μs이다. CRC 필드는 수신지 필드, 소오스 필드, 타입/길이 필드 및 데이타 필드를 커버한다.

제 13a 도는 데이타 프레임을 수신할 때, 예견 한계 논리가 초기 수신 지시를 발생하는 것을 그래프적으
로 도시한다. 제 13a 도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예견 한계 논리는 초기 수신 지시를 발생하기 전에, 
얼마나 많은 바이트의 프레임이 수신되었는지를 결정한다. 예견 한계 논리는 초기 지시신호를 발생시키기
전에 수신된 예견 한계 바이트 수를 포함하는 가변 기억장소를 포함한다. 예견 한계를 위해 선택된 값은 
헤더 필드를 판독하는 데 필요한 바이트 수보다 더 커야 한다. 부가적으로, 예견 한계를 위해 선택된 값
은 전체 프레임의 수신이 가능하도록 선택되어져야 한다. 이더넷 네트워크에서, 전체 프레임이 충돌없이 
수신될 확률은 프레임의 첫번째 60바이트의 수신 후 상당히 높다.

선택적으로, 길이-레프트 한계 논리는 얼마나 많은 바이트의 데이타 프레임이 수신되어지도록 남아있는지
에 따라 호스트에 초기 지시신호를 발생시킨다. 제 13b 도는 데이타 프레임의 수신에 관련된 수신 완결신
호의 발생 관계를 그래프적으로 도시한다. 예견 한계 논리가 데이타 프레임에서 수신된 데이타 수를 계수
하고 이것은 예견 한계값에 비교함에 의해 구현될 수 있는 반면, 길이-레프트 한계값은 데이타 프레임의 
길이가 한계값에 대한 비교이전에 정의되어야 하기 때문에 좀 더 복잡하다. 길이-레프트 한계 논리는 길
이-레프트 한계 값이 수신되어질 각각의 데이타 프레임에 기초한 실 시간에 도달했는지를 결정하도록 데
이타 프레임의 길이를 결정해야만 한다.

제 14 도는 길이-레프트 한계 논리가 실시간에 기초하여 데이타 프레임의 길이를 결정하는 방법의 논리 
흐름도를 나타낸 것이다. 데이타 프레임의 길이/타입 필드를 수신하자마자, 논리 블럭(200)은 길이/타입 
필드가 길이 값 혹은 타입 값을 포함하는 지를 결정한다. 길이/타입 필드내의 값이 1,500보다 더 작거나 
혹은 같으면, 길이-레프트 한계 논리는 논리 블럭(201)에 있는 데이타 필드의 길이로서의 값을 사용하게 
된다. 선택적으로, 길이/타입 필드내의 값이 1,500보다 크면, 이 논리는 그 값이 논리 블럭(202)내에 있
는 타입 식별자인지를 결정하게 된다. 타입 식별자가 8137(16진수)와 동일하면, 다음에 한계 논리는 데이
타 프레임이 데이타 필드의 길이를 포함하는 바이트(17,18)를 사용하는 NetWare 인지를 결정하는 논리 블
럭(203)으로 전이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계 논리는 논리 블럭(204)로 전이하고 데이타 필드가 1500 바이
트임을 가정한다.

호스트는 초기 수신 지시가 예견 및 길이-레프트 한계값을 변경함에 의한 이전의 호스트 응답에 기초하여 
발생되었을 때 동적으로 조정하게 된다. 이러한 조정은 호스트 프로세서의 인터럽트 호출을 또한 감소시
키게 된다. 호스트, 더욱 특정하게는 호스트 드라이버는 인터럽트가 네트워크 어댑터의 상태 레지스터를 
검사함에 의해 너무 빠르게 혹은 너무 늦게 발생되었는지를 결정해야 한다. 호스트 프로세서는 다음에 한
계 레지스터로 기록함에 의해 수신 한계 논리에서 한계값을 증가시키거나 혹은 감소시키게 된다.

이진 지수적 가속 트랙 방법은 호스트 프로세서에 의해 사용되어짐으로써 네트워크 어댑터의 초기 지시의 
발생을 조정하게 된다. 수신 한계 논리를 동적으로 조절하는 바람직한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다 :

1. 호출 주기 디폴트를 사용한다.

15 μs의 초기 인터럽트 호출 디폴트가 DOS시스템에 사용되어지는 반면, 0S/2 시스템에 대해서는 30μs가 
사용되어진다. 인터럽트 호출에 대해 예상되는 다수의 마이크로세컨드는 바이트 타임으로 변환된다. 변환 
인수는 어댑터의 모드, 네트워크 데이타 율 및 호스트 시스템 버스 율에 의존한다.

2. 인터럽트가 빨리 혹은 늦게 발생되었는지를 결정한다.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으로 인입하자마자, 네트워크 어댑터 프레임 상태(FRAME STA TUS) 레지스터는 프레
임이 실질적으로 완결된 수신을 갖는지를 결정하도록 검사되어져야 한다. 프레임 상태(FRAME STATUS) 레
지스터는 인터럽트가 너무 빨리 혹은 너무 늦게 발생되는지를 지시하게 된다.

3. 호출 델타를 결정한다.

현 인터럽트 및 이전의 인터럽트가 사건의 동일한 면상에 발생되면(양족 모두 너무 빨리 혹은 너무 늦
게), 호출 델타가 2배로(2로 곱해짐) 된다. 현 인터럽트가 사건의 반대 면상에 발생되면(빨리 대 늦게), 
델타는 1로 리세트되어지고 그 부호가 변경된다. 예를 들면, 현 델타가 플러스 64이면, 다음에 새로운 델
타는 마이너스 1이고, 현 델타가 네카티브 32이면, 다음의 새로운 델타는 플러스1이다. 이것은 알고리즘
이 표시를 넘으면, 정지되어 반대 방향에서 가속되기 시작하는 것을 보장하게 된다.

4. 한계값을 갱신한다.

최종적으로 호출 델타는 한계값을 포함하는 가변 기억장소의 내용에 부가되어진다. 다음에 알고리즘은 단
계2로 리턴되어진다.

위의 알고리즘은 후속하는 다른 한계 논리 실시예의 조정을 위해 사용되어질 수 있다.

  (A. LOOK AHEAD AND LENGTH LEFT THRESHOLD LOGIC(예견 및 길이 레프트 한계 논리)

본 실시예에서는, 수신 표시 논리는 제5도의 수신 DMA 블 럭(63)에서 구현되어 진다. 다른 기능 블럭중에
서, 수신 DMA 블럭(63)은 제15도에 도시된 수신 표시 기능을 포함한다. 제 15 도의 수신 표시 기능 블럭
은 예견 및 길이-레프트 한계 논리를 포함한다.

수신 지시 기능의 주 기능 논리 블럭은 수신 완결 제어(RCV COMPLETE CONTRO L) 블럭(210), 길이 필드
(LENGTH FIELD) 레지스터(212), 길이 레프트 한계(LENGTH LEFT THRESH) 카운터(216), 길이 레프트 한계
(LENGTH LEFT THRESH) 레지스터(221), 예견 한계(LOOK AHEAD THRESH) 레지스터(223) 및 초기 수신 제어
(EARLYRCV CONTROL) 블럭(225)를 포함한다.

수신 완결(RCV COMPLETE) 제어 블럭(210)은 다양한 입력신호에 기초하여 수신 완결(RCV COMPLETE) 를 출
력한다. 이러한 입력신호는 RCV DONE REG WR, XFER INDICATE DELAY EN, XFER COMPLETE, RCV FRAME STATUS 
RD, DISCARD CURRENT, XFER QUEUE STATUS RD, CUR FRAME IS CUR RCV, CLOCK, RECEIVE DMA RESET, LENGTH 
LEFT THRESH EN 및 LENGTH LEFT THRESH MET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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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NGTH LEFT THRESH MET 및 LENGTH LEFT THRESH EN 은 길이-레프트 한계 논리에 기초한다. END OF RCV 및 
RCV  DMA  RESET는  OR게이트(211)에  대한  입력이다.  OR게이트(211)의  출력은  다음에  길이  필드(LENGTH 
FIELD) 레지스터(212)를 세트시키도록 사용된다. 길이 필드(LENGTH FIELD) 레지스터(212)는 Q 출력으로부
터 조건 길이 필드(CONDITIONED LENGTH FIELD)[10 : 0]을 출력하는 주어진 데이타 프레임에서 길이 필드 
값(LENGTH FIELD VALUE)를 조절하도록 사용되어진다. 길이 필드(LENGTH FIELD)[15 : 0]은 레지스터를 클
럭킹시키는 LENG TH FIELD WR 를 갖는 길이 필드(LENGTH FIELD) 레지스터(212)의 D입력이다.

수신 DMA  리세트(RCV  DMA  RESET)는 리세트 레지스터(214),  레지스터(220)  및 길이 레프트 한계(LENGTH 
LEFT THRESH) 제어기(216)에 또한 사용된다. 길이 레프트 한계(LENGTH LEFT THRESH) 카운터(216)과 함께 
레지스터(214. 220)는 클럭(CLOCK)신호에 의해 동기화되어진다. RECEIVING 신호는 레지스터(214)의 D 입
력으로 입력되어진다. 레지스터(214)의 Q출력은 다음에 RECEIVING신호와 함께 AND 게이트(215)로 입력되
어진다. AND 게이트(215)의 출력은 다음에 길이 레프트 한계 (LENGTH LEFT THRESH) 카운터(216)의 PE 입
력을 구동한다. RCV 프레임 길이(RCV FRAME LENGTH) [3 : 0]은 논리 블럭(219)에 의해 15와 비교되어지고 
다음에 레지스터(220)의 J입력을 구동하게 된다. 레지스터(220)의 Q출력은 다음에 RCV READ BAR를 따라 
AND 게이트(217)로 입력된다. AND 게이트(217)의 출력은 다음에 길이 레프트 한계(LENGTH LEFT THRESH) 
카운터(216)의 CE 입력을 구동한다.

길이 레프트 한계(LENGTH LEFT THRESH) 레지스터(221)는 길이-레프트 한계값을 포함한다. RCV DMA RESET
은 레지스터(221)를 클럭킹하는 LENGTH LEFT THRESH WRHI 및 LENGTH LEFT THRESH WRLO를 구비하는 레지스
터(221)를  리세트시킨다.  호스트 기록 데이타(HOST  WRITE  DATA)[10  :  0]는  길이 레프트 한계 (LENGTH 
LEFT  THRESH)  레지스터(221)로  한계값을  기록한다.  길이  레프트  한계  레지스터(LENGTH  LEFT  THRESH 
REGISTER) 값은 다음에 Q로부터 길이 레프트 한계(LENGTH LEFT THRESH) 카운터(16) 및 논리 블럭(218)의 
D입력으로 출력된다. 길이 레프트 한계(LENGTH LEFT THRESH) 레지스터(221)의 Q출력이 1보다 크거나 혹은 
같으면, 논리 블럭(218)로부터 LENGTH LEFT THRESH EN은 수신 완결 제어 (RCV COMPLETE CONTROL) 블럭
(210)으로 어서트되어진다.

다음에 길이 레프트 한계(LENGTH LEFT THRESH) 카운터(216)은 그 Q출력으로부터 데이타 프레임으로부터 
수신된 다수의 바이트를 비교기(213)의 B 입력으로 출력된다. 다음에, 비교기(216)는 길이 레프트 한계
(LENGTH LEFT THRESH) 카운터(216)의 출력이 조건부 길이 필드(LENGTH FIELD)[10 : 0] 값을 초과하거나 
혹은 동일할 때, LENGTH LEFT THRESH MET를 수신 완결 제어(RECEIVE COMPLETE CONTROL) 블럭(210)으로 출
력한다.

초기 수신 제어(EARLY RCV CONTROL) 블럭(225)은 그 입력에 기초한 초기 수신 (EARLY RCV)을 어서트한다. 
초기 수신 제어(EARLY RCV CONTROL)블럭(225) 입력은 CUR FRAME IS CUB RCV, END OF RECEIVE, RCV DMA 
RESET, CLOCK, RCV BYTES AVAIL RD, LOOK AHEAD THRESH EN 및 LOOK AHEAD THRESH MET이다.

길이 레프트 한계(LENGTH LEFT THRESH) 레지스터(221)과 같이, 예견 한계 (LOOK AHEAD THRESH) 레지스터
(223)는 한계값을 포함한다. LOOK AHEAD THRESH 레지스터(223)는 LOOK AHEAD THRESH 레지스터(223)을 클
럭킹하는 LOOK AHEAD THRESH WRHI 및 LOOK AHEAD THRESH WRLO과 함께 D입력으로 인입하는 호스트 기록 데
이타(HOST  WRITE  DATA)[10  :  0]를  갖춘  수신  DMA  리세트(RCV  DMA  RESET)에  의해  세트되어진다.  LOOK 
AHEAD THRESH 레지스터 (223) Q 출력은 수신 프레임 길이(RCV FRAME LENGTH)[10 : 0]를 따라 비교기(22
4)로 인입되어진다. 비교기(224)는 다음에 수신 프레임 길이(RCV FRAME LENGTH) [10 : 0]이 예견 한계
(LOOK AHEAD THRESH) 레지스터(223)의 Q출력보다 크거나 혹은 같을 때 LOOK AHEAD THRESH MET을 어세트시
킨다. 예견 한계(LOOK AHEAD THRESH) 레지스터(223)은 논리 블럭(222)로 또한 입력되어지고, 이것은 LOOK 
AHEAD  THRESH  레지스터가  1과  같거나  혹은  크면,  LOOK  AHEAD  THRESH  EN을  초기  수신제어(EARLY  RCV 
CONTROL) 블럭(225)로 어서트시킨다.

제16a도 및 제16b도는 제15도의 길이 레프트 한계(LENGTH LEFT THRESH) 레지스터(221) 및 예견 한계(LOOK 
AHEAD THRESH) 레지스터(223)의 레지스터 구조를 도시한다. 이러한 D-타입 플립-플롭 레지스터는 각각 길
이 레프트 한계 (LENG TH LEFT THRESH) 값 및 예견 한계(LOOK AHEAD THRESH) 값을 저장한다.

제 16a 도에서 정상부 레지스터(221a)는 LENGTH LEFT THRESH WRHI의 상승 에지상의 D 입력으로 호스트에 
의해 기록되어진 상위 세 비트의 호스트 기록 데이타 (HOST WRITE DATA)[10 : 8]를 저장한다. 바닥부 레
지스터(221b)는 LENGTH LEFT THRESH WRLO의 상승 에지 상의 D입력으로 호스트에 의해 기록되어진 하위 여
덟 비트의 호스트 기록 데이타(HOST WRITE DATA)[7 : 0]를 저장한다. 레지스터는 R 입력에서 수신 DMA 리
세트(RECEIVE DMA RESET)에 의해 리세트되어진다. 길이 레프트 한계(LENGTH LEFT THRESH)의 값은 레지스
터(221a)로부터 판독된 상위 세 비트 길이 레프트 한계(LENGTH LEFT THRESH)[10 : 8] 및 레지스터(221b)
로부터 판독된 하위 8비트 길이 레프트 한계(LENGTH LEFT THRESH)[7 : 0]를 갖는 Q 출력으로부터 판독된
다.

그렇지않으면,  제  16b  도에 있어서,  예견 한계(LOOK  AHEAD  THRESH)  레지스터 (223)는  예견 한계(LOOK 
AHEAD THRESH) 값을 저장한다. 제 16b 도에서 상부 레지스터(223a)는 호스트에 의해 LOOK AHEAD THRESH 
WRHI의 상승 에지상에 D입력으로 기록된 상위 세 비트 호스트 기록 데이타(HOST WRITE DATA)[10 : 8]를 
저장한다. 아래에 있는 레지스터(223b)는 호스트에 의해 LOOK AHEAD THRESH WRLO의 상승 에지상의 D입력
으로 기록된 하위 여덟 비트 호스트 기록 데이타(HOST WRITE DATA)[7 : 0]을 저장한다. 레지스터는 R 입
력에서 수신 DMA 리세트 (REC EIVE DMA RESET)에 의해 리세트되어진다. LOOK AHEAD THRESH의 값은 레지스
터(223a)로부터 판독된 상위 세 비트 LOOK AHEAD THRESH[10 : 8] 및 레지스터(223b)로부터 판독된 하위 8 
비트 LOOK AHEAD THRESH[7 : 0]를 갖는 Q 출력으로부터 판독된다.

제  17  도는  제  15  도의  수신  완결  제어(RECEIVE  COMPLETE  CONTROL)  블럭의  수신  완결  제어(RECEIVE 
COMPLETE CONTROL) 상태 기기도이다. 수신 DMA 리세트 (RECEIVE DMA RESET)신호는 INIT상태(224)로의 전
이를 허용한다. 초기화 후에, 참으로 되는 한계 조건 또는 수신 버퍼내에 있는 완전 프레임을 대기한다. 
XFER INDICATION DELAY EN이 난-제로이거나 혹은 호스트가 전송 큐 상태(XFER QUEUE STATUS)를 판독함에 
의해 프레임 전송을 초기화시키면, 상태 기기는 길이 레프트 한계(LENGTH LEFT THRESH) 상태가 교차될 때 
혹은 완전한 수신프레임이 수신 버퍼에 있을 때 대기 상태(225)로 가게 된다. 대기(WAIT) 상태(225)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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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RCV COMPLETE를 어서트하기 전에 전송 완결(XFER COMPLETE)를 대기해야 한다; 그러나, 호스트가 RCV 
DONE로 기록함에 의해 더 빠른 수신 데이타에 기초한 프레임을 페기시키길 원하다면, 상태 기기는 INIT상
태(224)로 되돌아가고, RCV COMPLE TE 는 소거(CLEAR) 상태(227)로 억압되어 질 것이다

선택적으로,  전송  지시  지연(XFER  INDICATE  DELAY)이  제로이면,  그리고  호스트가  전송  큐  상태(XFER 
QUEUE STATUS)를 판독함에 의해 송신을 초기화시키지 않으면, 다음에 상태 기기는 SET상태(226)로 직접 
가게 되고 XFER COMPLETE를 대기하지 않고 수신 완결(RCV COMPLETE)를 어서트한다.

세트된 후에, RCV COMPLETE는 호스트가 RCV 프레임 상태(RCV FRAME STAT US)를 판독함에 의해서 혹은 RCV 
DONE로 기록함에 의해서 지시를 인식할 때. 소거(CLEAR) 상태(227)에 의해 소거되어질 것이다. DISCARD 
CURRENT가 어서트될 때, 현 프레임 포인터[14 : 2]를 가리키는 것은 다음 프레임의 시작에 선행되어지고 
상태 기기는 INIT 상태(224)로 되돌아간다.

제18도는 제15도의 길이 필드(LENGTH FIELD)레지스터의 개략도이다. 길이 필드 (LENGTH FIELD) 레지스터
(212)는  LENGTH  LEFT  THRESHOLD  MET를  결정하도록  사용되어지는  조건  길이  필드(CONDITIONED  LENGTH 
FIELD)를 저장한다. 저장된 값은 46의 하위 한계 및 1,500의 상위 한계로 제한되어진다. LENGTH FIELD 
[15 : 0]의 값은 논리 블럭(212a, 212b)의 출력에 의해 제한되고 이것은 MUX(212c)의 출력을 선택하도록 
사용되어진다. MUX(212c)의 S1 및 S0 입력은 출력되는 조건 길이 필드(CONDITIONED LENGTH FIELD)[10 : 
0] 값을 결정한다. 논리 블럭(212a)의 출력은 길이 필드(LENGTH FIELD)[15 : 0]가 1,500 보다 클 때 세트
되어진다. S1은 길이 필드(LENGTH FIELD) [15 : 0]이 46보다 작으면 논리 블럭(212b)에 의해 세트되어진
다. 조건 길이 필드(CONDITIONED LENGTH FIELD)[10 : 0]는 레지스터(212c)의 O 입력으로 기록된다. 그 값
이 46보다 작으면 다음에 46의 값이 레지스터(212d)의 D입력으로 기록되어지고, 그 값이 1,500보다 크면 
다음에 1,500의 값이 D-입력 레지스터(212d)로 기록되어진다. D-타입 레지스터(212d)는 P 포인트에서 길
이 필드 프리세트(LENGTH  FIELD  PRESET)에 의해 리세트되어진다. 212d  레지스터에 대한 기록은 LENGTH 
FIELD WR에 의해 동기화되어진다.

제19도는 제15도의 EARLY RCV 제어 블럭의 초기 수신 제어(EARLY RCV CONT R OL)상태 기기의 도시도이다. 
수신 DMA 리세트(RECEIVE DMA RESET) 신호는 EARLY RCV가 소거되는 곳의 INIT 상태(228)로의 전이를 허용
한다. LOOK AHEAD THRESH EN, LOOK AHEAD THRESH MET 및 CUR FRAME IS CUR RCV 가 어서트될 때, EARLY 
RCV는 세트(SET) 상태(229)로 세트되어진다. LOOK AHEAD THRESH가 넌-제로일 때 LOOK AHEAD THRESH EN이 
어서트되어지고, 성공적으로 수신된 바이트의 수가 LOOK AHEAD THRESH에서 세트되어진 한계값과 같거나 
혹은 더 클 때 LOOK AHEAD THRESH MET가 어서트되어진다. CLEAR 상태 (230)에서는, EARLY RCV가 호스트가 
RCV BYTES AVAIL을 판독할 때 소거되어진다. 상태 기기는 LATCHED END OF RECEIVE가 관찰될 때까지 CLEAR 
상태(230)에 머무르게 된다.

  (VII. 지시 조합 논리)

초기 수신 인터럽트를 발생시키는 수신 한계 논리로서, 전송 완결 인터럽트는 데이타의 완전한 프레임이 
어댑터 버퍼 메모리로부터 호스트 메모리로 전송될 때 발생되어지게 된다. 그러나, 지시 조합 논리는 예
상되는 초기 수신 인터럽트가 발생되기 전에 약간 발생하도록 정상적인 송신 완결 인터럽트를 지연시키게 
된다.

제20도는 네트워크 어댑터에 의한 프레임의 수신 및 전송을 예시한다. 제 20 도는 수신 프레임(240a) 및 
전송 프레임(240b)의 중복을 도시한다. 도시된 바와 같이, 정상 전송 완결 인터럽트는 전송 프레임(240
b)의 끝부분에서 발생되어진다. 그러나, 초기 수신 지시 논리를 갖춘 네트워크 어댑터는 정상 전송 완결 
인터럽트 이후에 재빨리 인터럽트를 발생시킨다. 양쪽 인터럽트는 네트워크 어댑터/호스트 프로세서 성능
을 감소시키는 비교적 짧은 시간 주기에 발생되어진다. 인터럽트의 양을 줄이기 위해서, 프레임의 정상 
전송 완결 인터럽트(240b)는 프레임(242a)의 초기 수신 인터럽트의 예상된 발생이전에 지연되어진다. 프
레임의 전송 완결 인터럽트(240b)의 이러한 지연은 호스트 프로세서가 하나의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에서 
두 개의 지시를 제공하도록 한다. 호스트 프로세서는 지연된 전송 완결 인터럽트에 의해 발생된 그 인터
럽트 서비스 루틴으로 인입하게 되고, 나오기전에 네트워크 어댑터 상태 레지스터를 검사함으로서 초기 
수신 지시를 판독하게 되고 또한 초기 수신 지시를 서비스하게 된다. 따라서, 지시 조합 논리는 네트워크 
어댑터에서 호스트 시스템으로의 다중 프레임 전송동안 호스트 프로세서에 대한 다수의 인터럽트에 있어
서의 실질적으로 감소되도록 한다.

제5도의 업로드 DMA블럭에서 업로드 지시 기능 블럭은 지시 조합 논리를 포함한다. 특정 조건이 충족된 
후에, 업로드 지시 기능은 XFER COMPLETE 를 어서트하고 XFER INDICATION REASON 에 상태 정보를 포스트
시킨다. XFER COMPLETE가 어서트될 때, XFER INDICATION REASON 에서의 상태는 유효하게 되고, 호스트가 
XFER LENGTH를 판독할 때까지 유효하게 된다. XFER INDICATION REASON 의 비트는 XFER COMPLETE 가 발생
될 때 기술되어지는 상태 정보를 포스트시킨다. 업로드 지시 기능은 호스트 프로세서가 XFER LENGTH를 판
독함에 의해 지시를 인식할 때 XFER COMPLETE를 디어서트시킨다. 업로드 지시 블럭은 세 개의 호스트 억
세스 가능 레지스터; XFER IDICATION REASON, XFER COMPLETE THRESH 및 XFER INDICATE DELAY를 포함한다. 
호스트는 세 개의 모든 레지스터에 대한 억세스트를 판독하고 XFER COMPLETE THRESH 및 XFER INDICATE 
DMAY 에 대한 억세스를 기록한다. 전송 완결(XFER COMPLETE)은 전송의 완결이전, 전송의 완결후, 혹은 수
신되는 프레임에 대한 초기 수신 지시가 예상될 때에 어스트되도록 프로그램될 수 있다.

XFER COMPLETE는 제21도에 도시된 상태 기기에 의해 제어되어진다. 업로드 DMA 리세트(UPLOAD DMA RESE
T)는 업로드 지시 블럭이 초기화(INIT) 상태(304)로 인입하도륵 한다. XFER COMPLETE, XFER INDICATION 
REASON 및 XFER INDICATE DELAY EN은 INIT 상태(304)에서 소거되어진다. 상태 기기는 TRANSFERRING의 어
스트시 WAIT FOR XFER THRESH MET 상태(305)로 전이한다. 전송 지시 지연(XFER INDICATE DELAY)이 제로이
고 전송되어지는 프레임이 XFER THRESH MET가 어서트될 때 수신되어지지 않으면, XFER COMPLETE는 SET상
태(309)에 대한 전이에 의해 어스트되어진다. 전송되어지는 현 프레임이 또한 수신되어지는 현 프레임이
면, XFER COMPLETE의 어서션은 다음 수신 프레임이 타이머 (TIMER)상태(306)로의 전이에 의해 예상될 때
까지 지연되어진다. 최소 IFS(인터-프레임 스페이스)를 가정하면, 다음 수신 프레임의 시작에서부터 하나
의 수신 프레임의 끝으로부터 시간은 다음의 식에 의해 결정되어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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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μs(IFS) + 6.4μs(프리앰블) + 0.8μs(수신지 어드레스 필드의 제 1바이트)+8μs(동기화) 17.6μs

새로운  필드가  RECEIVING의  어서션에  의해  예상된  시간에서  수신되어지지  않으면,  전송  완결(XFER 
COMPLETE)은 17.6μs 후에 SET상태(309)에 의해 어서트되어진다. RECEIVING은 프레임이 RECEIVE DMA에 의
해  수신되어질  때  어서트되어진다.  RECEIVING의  어서션은  프레임의  시작을  지시하도록  사용되어지고, 
RECEIVING의 디어서션은 프레임의 끝을 지시하도록 사용되어진다. RECEIVING이 어서트되지 않으면, XFER 
COMPLETE는 새로운 수신 프레임이 어드레스 매치 대기(WAIT FOR ADDR MATCH) 상태(307)에서 검사될 때까
지 또한 지연되어진다. 수신지 어드레스가 정합되지 않고 프레임이 프레임 거절(REJECT FRAME)의 어서션
때문에  수신되어지지  않으면,  XFER  COMPLETE는  SET  상태(309)에  의해  어서트되어진다.  그렇지않으면, 
WAIT FOR XFER DELAY MET 상태(308)는 지연 멀티캐스트 비교 행함(DELAYED MULTICAST COMPARE DONE)의 어
서션시  발생한다.  DELAY  MULTICS  T  COMPARE  DONE  는  하나의  클럭  사이클에  의해  지연된  MULTICAST 
COMPARE  DONE이다.  프레임 거절(REJECT  FRAME)은  지연 멀티캐스트 비교 행함(DELAY  MULTICAST  COMPARE 
DONE)이  어서트될  때  유효하게  되도록  하나의  클럭에  의해  멀티캐스트  비교  행함(MULTICAST  COMPARE 
DONE)을 지연시킨다. 최종적으로, XFER DELAY MET가 어서트될 때, 상태 기기는 세트(SET)상태(309)로 전
이한다.

제22a도 내지 제22d도는 전송 완결(XFER COMPLETE)이 어서트될 때 상이한 시퀀스의 타이밍도이다. 제 21a 
도는 초기 XFER COMPLETE지시의 어서션의 타이밍도를 도시한다. 데이타 프레임이 호스트 시스템으로 전송
되는 동안, XFER COMPLETE 지시는 XFER COMPLETE MET 의 어서션 때 어서트되고, XFER LENGTH RD의 디어서
션 때 디어서트되어진다.

제  22b  도는  새로운  프레임이  수신되지  않았을  때  XFER  COMPLETE   지시의  어서션을  보여준다.  XFER 
COMPLETE 의 어서션은 새로운 프레임의 예상된 발생까지 17.6마이크로세컨드 지연되어지고 XFER LENGTH 
RD의 디어서션 때 디어서트되어진다.

제22c도는 프레임이 수신될 때 정확한 어드레스 정합을 갖지 않는 지연된 전송 완결 지시를 예시한다. 
17.6마이크로세컨드 후에, 네트워크 어댑터는 새로운 프레임을 수신하고, 새로운 프레임이 네트워크 어댑
터 수신지 어드레스를 구비하는지를 결정한다. 수신되는 현재의 프레임이 네트워크 어댑터 수신지 어드레
스와 정합하지 않으면, XFER COMPLETE 는 DELAYED MULTICAST COMPARE DONE 및 REJECT FRAME의 어서션 때 
어서트될 것이다. 다음에 전송 완결은 XFER LENGTH RD의 디어서션 때 디어서트되어진다.

제 22d 도는 XFER DELAY MET가 어서트된 후 지연된 XFER COMPLETE지시를 예시한다. 수신되는 현재의 프레
임이 네트워크 어댑터 수신지 어드레스를 구비하면, 다음에 XFER COMPLETE는 XFER DELAY MET의 어서션시 
발생되고 XFER LENGTH RD의 디어서션시 디어서트되어진다.

제23도는 업로드 지시 블럭의 XFER COMPLETE THRESH 레지스터 개략도이다. XFER COMPLETE THRESH는 호스
트가 판독 및 기록의 양쪽 접근을 구비하는 레지스터(315,316)에 저장되어진다. 전송 완결 한계값의 상위 
3비트는  레지스터(315)의  D  입력에서  HOST  WRITE  DATA[10  :  8]에  의해  기록되어진다.  XFER  COMPLETE 
THRESH  WRHI  스트로브는 입력을 클럭시킨다. XFER  COMPLETE  THRESH[10:8]은 레지스터(315)의 Q출력에서 
출력되어진다. 전송 완결 한계값의 하위 8비트는 레지스터(316)의 D입력에서 HOST WR DATA[7:0]에 의해 
기록되어진다. XFER COMPLETE THRESH WRLO 스트로브는 입력을 클럭시킨다. XFER COMPLETE THRESH[7 : 0]
은 레지스터(315)의 Q 출력에서 출력된다. 레지스터(315, 316)는 UPLOAD DMA RESET에 의해 초기화되는 동
안 제로로 리세트되어진다.

315, 316에서의 송신 완결 한계값은 호스트가 양쪽 315 및 316에 기록될 때 유효하다. 단지 315 혹은 316
만이 기록될 때, XFER COMPLETE THRESH VALID는 한계값이 유효하지 못함을 지시하도록 디어서트되어진다.

이것은 레지스터(310, 313)에 의해 달성되어진다. XFER COMPLETE THRESH WRLO는 레지스터(310)의 J 입력
에 입력되어지는 반면, XFER COMPLETE THRESH WRHI는 레지스터(313)의 J 입력에 입력되어진다. 레지스터
(310,  313)의  K  입력은 AND  게이트(311,  314)로부터 수신되어진다.  XFER  COMPLETE  THRESH  WRHI,  XFER 
COMPLETE THRESH WRLO 및 XFER THRESH HI BYTE VALID는 AND 게이트(311)에 대한 입력이다. XFER COMPLETE 
THRESH WRHI, XFER COMPLETE THRESH WRLO 및 XFER THRESH LO BYTE VALID는 AND 게이트(314)에 입력되어진
다. 레지스터(310, 313)는 클럭(CLOCK) 신호에 의해 동기화되어진다. 레지스터 (310, 313)의 Q 출력, 전
송한계 로우 바이트 유효(XFER THRESH LO BYTE VALID) 및 전송 한계 하이 바이트 유효(XFER THRESH HI 
BYTE VALID)는 각각 전송 완결 한계 유효(XFER COMPLETE THRESH VALID)를 출력하는 AND 게이트(312)로 입
력되어 진다.

제24도는 업로드 지시 블럭의 XFER DELAY MET 레지스터 개략도이다. XFER DELAY MET 은 현 바이트 카운트
(CUR BYTE COUNT)[10 : 0]에서 수신된 바이트수 플러스 전송지시 지연(XFER INDICATION DELAY)[10 : 0]이 
예견 한계(LOOK AHEAD THRESH)[10 : 0]보다 클 때 어서트되어진다. 현 바이트 카운터(CUR BYTE COUNT)[10 
: 0] 및 전송 지시 지연(XFER INDICATE DELAY)[10 : 0]이 가산기(317)의 각각의 a 및 b 입력에 인입되어
진다. 다음에 그 합은 b 입력에 인입되는 LOOK AHEAD THRESH를 구비하는 비교기(3l8)의 a 입력으로 인입
되어진다.  비교기(3l8)의  출력은  AND  게이트(319)로  입력되는 XFER  DELAY  MET의  피드백을 따라,  XFER 
DELAY RD, CYCLE DONE, XFER DELAY MET ENABLE 및 CLOCK XFER LENGTH RD를 갖춘 AND 게이트(320)으로 입
력되어진다. 다음에 AND 게이트(319, 320)은 OR 게이트(321)에 입력되어진다. 다음에 OR게이트(321)의 출
력은 레지스터 (322)의 D 입력으로 입력되어진다. XFER DELAY MET는 CLOCK신호 동기화로서 레지스터를 리
세트시키는 업로드 DMA리세트(UPLOAD DMA RESET)를 갖는 레지스터 (322)의 Q 출력으로부터 출력되어진다. 
전송 지시 지연(XFER INDIC A TE DELAY) [10 : 0], 현 바이트 카운터(CUR BYTE COUNT)[10 : 0] 및 예견 
한계(LOOK AHEAD THRESH)[10 : 0]상의 값은 CYCLE DONE가 어서트될 때 CLOCK의 상승 에지상에서만 변화된
다. 레지스터(322)에 대한 입력이 유효하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XFER DELAY MET는 전송 지시 지연
(XFER INDICATE DELAY)[10 : 0] 플러스 현 바이트 카운트(CUR BYTE COUNT)[10 : 0]가 CYCLE DONE이 어서
트될 때 예견 한계(LOOK AHEAD THRESH)[10 : 0]보다 크거나 혹은 같을 때 세트되어진다. XFER LENGTH RD
가 어서트될 때, XFER DELAY MET는 리세트된다.

제25도는 업로드 지시 블럭의 전송 지시 지연(XFER  INDICATE  DELAY)  레지스터 개략도이고 제 23  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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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FER  COMPLETE  THRESH  레지스터의 개략도와 동일한 구조를 기존적으로 구비한다. 전송 지시 지연(XFER 
INDICATE DELAY)은 호스트가 판독 및 기록 억세스 양쪽 모두를 하는 레지스터(328, 329)내에 저장된다. 
이러한 레지스터는 업 로드 DMA 리세트(UPLOAD DMA RESET)에 의해 초기화되는 동안 제로로 리세트되어진
다. 이러한 레지스터내의 값은 호스트가 레지스터(328, 329)의 로우 및 하이 바이트 양쪽 모두에 대해 기
록되어질 때 유효하다. 로우 혹은 하이 바이트중 어느 하나만이 기록되어졌다면, 전송 지시 지연 유효
(XFER INDICATE DELAY VALID)는 한계값이 비유효하다는 것을 지시하도록 디어서트되어진다.

이것은 레지스터(323, 326)에 의해 달성되어진다. XFER INDICATE DELAY WRLO는 레지스터(323)의 J 입력으
로 입력되어지는 반면, XFER INDICATE DELAY WRHI 는 레지스터(326)의 J 입력으로 입력되어진다. 레지스
터(323,  326)의 K  입력은 AND  게이트(324,  327)로부터 수신되어진다. XFER  INDICATE  DELAY  WRHI,  XFER 
INDICATE DELAY WRLO 및 전송지연 하이 바이트 유효(XFER DELAY HI BYTE VALID)는 AND 게이트(324)에 대
한 입력이다.  XFER  INDICATE  DELAY  WRHI,  XFER  INDICATE  DELAY  WELO  및  전송 지연 로우 바이트 유효 
(XFER DELAY LO BYTE VALID) 는 AND 게이트(327)에 대한 입력이다. 레지스터(323, 326)는 CLOCK신호에 의
해  동기화되어진다.  레지스터(323,  326)의  Q출력,  전송  지연  로우  바이트  유효(XFER  DELAY  LO  BYTE 
VALID)  및 전송 지연 하이 바이트 유효(XFER  DELAY  HI  BYTE  VALID)  각각은, 양쪽 XFER  DELAY  LO  BYTE 
VALID 및 XFER DELAY HI BYTE VALID가 세트되면, 전송 지시 지연 유효(XFER INDICATE DELAY VALID)를 출
력하는 AND 게이트(325)로 입력되어진다.

제26도는 업로드 지시 블럭의 XFER THRESHOLD MET개략도이다. 제 26 도는 XFER THRESH MET 가 어떻게 발
생되는지를 예시한다.  XFER  COMPLETE  THRESHOLD  는  전송되어지는 바이트의 수가  전송  완결  한계(XFER 
COMPLETE THRESH) 값과 같거나 작을 때 만족한다. 전송되도록 남겨지는 바이트의 수는 어느 쪽이든지 작
은, 수신 프레임 길이(FRAME LENGTH)에서 전송되어진 바이트 수를 감산함에 의해 결정되어지거나 혹은 전
송되어지는 LAST TD DATA LEN에서 남아있는 바이트의 수에 의해 결정되어진다. 전송되어질 프레임이 여전
히 수신되어지면, 다음에 한계값은 전송되도록 남아있는 바이트의 수가 길이 레프트 한계(LENGTH  LEFT 
THRESH)의 값보다 작거나 같을 때 충족되어진다. 이러한 경우, 남아있는 바이트 수는 이미 전송되어진 바
이트 수로부터 LENGTH FIELD의 값을 감산함에 의해 결정되어진다.

전송 완결 한계(XFER COMPLETE THRESHOLD) 조건을 계산하도록 사용되어지는 입력은 CLOCK 신호의 상이한 
상승 에지상에서 변화되어지지만, 이것은 CYCLE DONE가 어서트될 때 클럭 신호상에서만 변화되어진다. 따
라서, 산술 및 먹스 조합 논리에 의해 기여되는 지연을 조절하기 위해서, 플립-플롭 레지스터의 입력은 
CYCLE DONE가 어서트될 때에만 래치되어진다.

특히, AND 게이트(331)과 함께 레지스터(330, 332)는 길이 필드 유효(LENGTH FIELD VALID)를 어서트하도
록  사용되어진다.  레지스터(330,  332)는  업로드  DMA  리세트(UPLOAD  DMA  RESET)에  의해  세트되어진다. 
LENGTH FIELD WR은 레지스터(330)의 J 입력으로 입력되어진다. 레지스터(330, 332)는 클럭(CLOCK) 신호에 
의해 동기화되어진다. TRANSFER LENGTH RD는 레지스터(330, 332)의 K 입력으로 입력되어진다. 레지스터
(330)의 Q출력은 CYCLE DONE 신호를 갖는 AND 게이트 (331)로 입력되어진다. AND게이트(331)의 출력은 다
음에 MUX(335)의 S0로 입력되는 길이 필드 유효(LENGTH FLELD VALID)를 어서트하는 레지스터(332)의 Q 출
력을 갖는 레지스터(332)의 J 입력으로 입력되어진다.

RCV 프레임 크기(RCV FRAME SIZE)[10 : 0]은 RCV FRAME SIZE[10 : 0]이 0보다 크면 MUX(335)의 S1을 어서
트하는 비교기(333)에 입력되어진다. 상수 14는 다음에 MUX(335)의 세 입력을 구동하는 논리 블럭(334)에 
의해 조건 길이 필드 (CONDITIONED LENGTH FIELD)[10 : 0]에 가산되어진다. 1514는 0,1로 입력되는 RCV 
FRAME SIZE[10 : 0]을 갖는 먹스(335)의 입력 2에 인입되어진다. MUX(335)의 Y출력은 뺄셈기(336)로 입력
되는 프레임 길이(FRAME  LENGTH)[10  :  0]이다. 프레임 길이(FRAME  LENGTH)[10  :  0]은 다음에 전송길이
(TRANSFER LENGTH)[10 : 0]에서 감산되어진다. 그 차는 다음에 비교기(337)의 입력 및 MUX(339)의 1 입력
에 출력되어진다. LAST TD DATA LEN 은 업로드 바이트 카운트(UPLOAD BYTE COUNT) [10 : 0]이 MUX(338)의 
1입력이고, 7FF(16진수)는 MUX(338)의 O입력이며 Y출력으로 출력하는 값을 선택한다. MUX(338)의 출력은 
다음에 비교기(337)의 b입력 및 MUX(339)의 O입력으로 보내진다. 비교기(337)의 출력은 다음에 MUX(339)
의 입력을 선택한다.

남은 바이트(BYTE REMAIN)[10 : 0]은 비교기(341)의 입력으로 입력되어지는 MUX(339)의 Y출력이다. 현 프
레임은 현 수신(CUR FRAME IS CUR RCV)은 먹스 (MUX)(340)의 어느 입력이 선택되어지는지를 선택한다. 길
이  레프트  한계(LENGTH  LEFT  THRESH)[10  :  0]은  1입력으로  입력되고  전송  완결  한계(XFER  COMPLETE 
THRESH)[10 : 0]는 0입력으로 입력된다. MUX(310)의 Y출력은 다음에 비교기(341)의 b입력으로 입력되어진
다. 비교기(341)의 출력은 남아있는 바이트[10 : 0]이 길이 레프트 한계(LENGTH LEFT THRESH)[10 : 0] 혹
은 전송 완결 한계(XFER  COMPLETE  THRESH)[10  :  0]보다 크거나 혹은 같은 동안 구동되어진다. 비교기
(341)의 출력은 다음에 XFER LENGTH RD 및 CYCLE DONE를 따라 AND 게이트(343)으로 입력되어진다. AND 게
이트(342, 343)의 출력은 다음에 OR게이트(344)로 인입되어진다. OR게이트(344)의 출력은 업로드 DMA 리
세트(UPLOAD DMA RESET)에 의해 세트되어지고 클럭(CLOCK) 신호로 동기화되어지는 레지스터(345)의 D 입
력으로 입력되어진다. 레지스터(345)는 AND 게이트(342)로의 신호 피드백을 갖는 Q출력에서 XFER THRESH 
MET를 출력한다.

  (VIII. 결론)

따라서, 본 발명은 지시 신호 조합에 의해 데이타 블럭 전송동안 호스트 시스템에 대한 인터럽트의 수를 
감소시킨다. 지시 조합은 하나의 블럭 데이타의 전송 완결 인터럽트를 지연시키는 지시 조합 논리에 의해 
달성되어짐으로써 예상되는 준비 지시의 발생이 전송되어질 제2블럭의 데이타에 의해 발생되어지기 전에 
약간 발생하게 된다. 호스트 프로세서의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은 다음에 준비 지시뿐만 아니라 제2인터럽
트를 발생시킬 필요없이 전송 완결 인터럽트를 서비스할 수 있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는, 네트워트 어댑터에서의 수신 한계 논리는 초기 수신 지시를 발생시키기 전에 통
신 네트워크에서부터 네트워크 어댑터로 얼마나 많은 데이타 프레임이 수신되는지를 결정하도록 구현되어
진다. 더우기, 수신 한계 논리는 예견 한계 논리 및 길이-레프트 한계 논리를 포함한다. 예견 한계 논리
는 예견 한계(LOOK AHEAD THRESH)레지스터내의 데이타의 예견 한계 양이 네트워크 어댑터에 의해 수신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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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초기 수신(EARLY RCV)지시를 발생시킨다. 예견값은 수신되어진 데이타 양을 나타낸다.

네트워크 어댑터는 전송 완결(XFER  COMPLETE)을 지연시키는 지시 조합 논리를 포함함으로서 초기 수신
(EARLY RCV)지시의 예상된 발생전에 약간 발생되어지게 된다. 지시 조합 논리가 전송 한계 레지스터(XFER 
THRESH REGISTER)에서 데이타의 전송 한계량이 충촉되는지, 현 네트워크 어댑터 프레임은 수신되어지거나 
혹은 전송 지시 지연(XFER INDICATION DELAY)이 충족되는지에 따라서 전송 완결 (XFER COMPLETE)를 발생
시킨다.

전술한 지시신호는 호스트 프로세서가 지시신호의 타이밍을 동적으로 조절하도록 함에 의해 또한 최적화
되어진다. 호스트 프로세서는 한계 레지스터에 대한 기록 억세스를 구비하고 네트워크 어댑터에 의해 포
스트된 상태 정보에 기초하여 한계 레지스터내에 한계값을 변경시킨다. 포스트된 상태 정보는 호스트 프
로세서가 그것이 지시에 의해 발생된 인터럽트에 대해 너무 빨리 혹은 너무 느리게 응답하는지를 경정하
도록 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의 전술한 설명은 예시 및 설명의 목적으로 제공되어진다. 개시되는 정확한 형
태로 본 발명이 제한되거나 총망라되는 것은 아니다. 명백히, 수많은 수정 및 변형이 본 기술분야에 통상
의 기술을 가진 사람에게 명백할 것이다. 실시에는 본 발명의 원리 및 그 실질적인 응용을 가장 잘 설명
하도록 선택되고 설명되어지고, 따라서 본 기술분야에 숙련된 사람은 기대되는 다른 특정 용도에 적합하
도록 다양한 수정 및 다양한 실시예로 본 발명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발명의 범위는 다음의 청구
항 및 그와 동등한 것에 의해 한정되어진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버퍼 메모리와,

제 1 및 제 2 데이타 블럭을 포함하고, 버퍼 메모리로부터 수신지 장치로 데이타 블럭을 전송하는 전송수
단과, 

제 1 데이타 블럭의 전송 끝에 가까운 제 1 신호를 발생시키는 발생수단과,

제 2 데이타 블럭의 전송 시작에 가까운 제 2 신호를 발생시키는 수단과,

제2신호의 예상된 발생에 대해서 제1신호를 지연시키는 수단으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신지 장치
로의 데이타 블럭 전송의 지시 조합 장치.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그 장치는 호스트 시스템에 접속되어지고, 

제 1 신호에 응답하여 호스트 시스템에 인터럽트 신호를 발생시키고 호스트 시스템에 의해 사용되는 상태 
정보를 포스트시키는 제어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시 조합 장치.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호스트 시스템은 인터럽트 신호에 응답하는 호스트 프로세서를 포함하고 제 1 신호 및 
제 2 신호는 호스트 프로세서가 인터럽트 신호에 응답한 이후에 상태 졍보에 포함되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시 조합 장치.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제 2 신호를 발생시키는 수단은,

버퍼 메모리에 접속되어, 버퍼 메모리에 의해 수신된 데이타의 양을 계수하는 카운터와,

준비 한계값을 포함하는 제 1 가변 기억장소와,

카운터를 가변 기억장소내의 준비 한계값과 비교하고 카운터 및 준비 한계값을 포함하는 제 1 가변 기억
장소의 비교에 응답하여 제 2 신호를 발생시키는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시 조합 장치.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제 1 지시 신호를 지연시키는 수단은,

전송 완결 지연 한계값을 포함하는 제2가변 기억장소와,

카운터 및 전송완결 지연 한계값을 포함하는 제2가변 기억장소에 접속되어 카운터 및 제 2 가변 기억장소
의 합을 출력하는 가산기와,

가산기의 출력 및 준비 한계값을 포함하는 제 1 가변 기억장소에 접속되어, 카운터 및 준비 한계값을 포
함하는 제 1 가변 기억장소에 응답하여 제 1 신호를 발생시키는 비교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시 조합 장치. 

청구항 6 

네트워트에 접속되어 네트워크 트랜시버로부터 호스트 시스템으로  데이타 프레임 전송하는 데이타 프레
임 전송 장치로서, 상기 장치는, 

데이타 프레임을 저장하는 버퍼 메모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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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데이타 프레임의 수신에 응답하여 초기 수신 지시신호를 발생시키는 수신 한계 논리와,

버퍼 메모리로부터 호스트 시스템으로 데이타 프레임을 전송하는 호스트 인터페이스 논리와,

호스트  시스템으로  데이타  프레임의  전송에  응답하여  전송  완결  지시신호를  발생시키는  전송  완결 
논리와,

시간 주기동안 송신 완료 지시신호를 지연시키는 지시 조합 논리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타 프
레임 전송 장치.

청구항 7 

제 6 항에 있어서, 시간 주기는 인터-프레임 스페이싱 시간동안이고 데이타 프레임을 수신하기 전임을 특
징으로 하는 프레임 전송 장치.

청구항 8 

제6항에 있어서, 호스트 인터페이스 논리는,

호스트 시스템으로부터 버퍼 메모리로 버퍼 메모리에서 데이타 프레임이 저장되어질 위치로 호스트 메모
리에서의 위치를 확인시키는 전송 기술어를 맵핑시키는 전송 기술어 논리와,

버퍼 메모리에서 전송 기술어에 응답하여 버퍼 메모리로부터 호스트 메로리로 프레임을 전송하는 업로드 
논리를 포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레임 전송 장치.

청구항 9 

제6항에 있어서,

전송 완결 지시신호에 응답하여 호스트 시스템으로 인터럽트신호를 발생시키고 호스트 시스템에 의해 사
용되는 상태 정보를 포스트시키는 제어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레임 전송 장치.

청구항 10 

제6항에 있어서, 버퍼 메모리는 호스트 어드레스 스페이스와 무 관한 버퍼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프레임 전송 장치.

청구항 11 

제6항에 있어서, 수신 한계 논리는,

버퍼 메모리에 접속되어, 버퍼 메모리에 의해 수신된 데이타의 양을 계수하는 카운터와,

수신 한계값을 포함하는 제 1 가변 기억장치와,

가변 기억장치내의 수신 한계값에 카운터를 비교하고 카운터 및 수신 한계값을 포함하는 제 1 가변 기역
장치의 비교에 응답하여 초기 수신 지시신호를 발생시키는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레임 
전송 장치.

청구항 12 

제 11 항에 있어서, 데이타 프레임은 수신지 어드레스를 포함하며, 데이타 필드에 의해 후속되는 헤더 필
드를 포함하고, 수신 한계값은 헤더 필드의 시작과 관련된 데이타 양을 나타내는 예견 한계값인 것을 특
징으로 하는 프레임 전송 장치.

청구항 13 

제 12 항에 있어서. 시간 주기는 수신지 어드레스를 수신하는 동안인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프레임 전송 
장치.

청구항 14 

제 12 항에 있어서, 시간 주기는 데이타의 예견 한계값의 수신이 수신되기 전임을 특징으로 하는 프레임 
전송 장치.

청구항 15 

제6항에 있어서, 지시 조합 논리는,

전송 완결 지연 한계값을 포함하는 제2가변 기억장치와,

전송 완결 지연 한계값을 포함하는 제2가변 기억장치 및 카운터에 접속되어, 카운터

및 제 2 가변 기억장치의 값의 합을 출력하는 가산기와,

가산기 및 예견 한계값을 포함하는 제 1 가변 기억장소의 출력에 접속되어, 카운터 및 예견 한계값을 포
함하는 제 1 가변 기억장소의 비교에 응답하여 전송 완결 지시신호를 발생시키는 비교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레임 전송 장치.

청구항 16 

네트워크 통신 매제 및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 및 호스트 메모리를 갖는 호스트 프로세서를 포함하는 호스
트 시스템에 접속되어, 네트워크통신 매체로부터 데이타 프레임을 수신하는 장치로, 상기 장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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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타 프레임을 저장하는 버퍼 메모리와,

네트워크 통신 매체로부터 버퍼 메모리로 데이타 프레임을 수신하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논리와,

일부 데이타 프레임의 수신에 응답하여 초기 수신 지시신호를 발생시키는 수신 한계 논리와,

버퍼 메모리로부터 호스트 시스템으로 데이타 프레임올 전송하는 호스트 인터페이스 논리와,

호스트 시스템으로의 데이타 프레임의 전송에 응답하여 전송 완결 지시신호를 발생시키는 전송 완결 논리
와,

초기 수신 혹은 전송 완결 지시에 응답하여 호스트 프로세서로 인터럽트 신호를 발생시키고 인터럽트 서
비스 루틴동안 호스트 프로세서에 의해 판독되어지는 초기 수신 및 전송 완결 지시신호를 나타내는 상태 
정보를 포스트하는 제어 수단과,

전송 완결 지시신호의 발생 시간 주기동안 지연시키는 지시 조합 논리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
이타 프레임 수신 장치.

청구항 17 

제 16 항에 있어서, 수신 한계 논리는, 

버퍼 메모리에 접속되어, 버퍼 메모리에 의해 수신된 데이타 양을 계수하는 카운터와,

수신 한계값을 포함하는 제 1 가변 기억장소와,

카운터를 가변 기억장소내의 수신 한계값에 비교하여 카운터 및 수신 한계값을 포함하는 가변 기억장소의 
비교에 응답하여 지시신호를 발생시키는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타 프레임 수신 장치.

청구항 18 

제 17 항에 있어서, 데이타 프레임은 수신지 어드레스를 포함하고 데이타 필드에 의해 후속되는 헤더 필
드를 포함하고, 수신 한계값은 헤더 필드의 시작과 관련된 데이타 양을 나타내는 예견 한계값인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데이타 프레임 수신 장치.

청구항 19 

제 18 항에 있어서, 시간 주기는 인터-프레임 스페이싱 시간동안이고, 데이타 프레임을 수신하기 전인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타 프레임 수신 장치.

청구항 20 

제 18 항에 있어서, 시간 주기는 수신지 어드레스를 수신하는 동안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타 프레임 
수신 장치.

청구항 21 

제 18 항에 있어서 시간 주기는 데이타의 예견 한계값을 수신하기 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타 프레
임 수신 장치.

청구항 22 

제 17 항에 있어서, 지시 조합 논리는,

전송 완결 지연 한계값을 포함하는 제2가변 기억장소와,

카운터 및 전송 완결 지연 한계값을 포함하는 제2가변 기억장소에 접속되어, 카운터 및 제 2 가변 한계값
의 합을 출력하는 가산기와,

가산기의 출력 및 예견 한계값을 포함하는 제 1가변 기억장소의 출력에 접속되어, 카운터 및 예견 한계값
을 포함하는 제 1 가변 기억장소의 비교에 대해서 전송 완결 지시신호를 발생시키는 수단을 포함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타 프레임 수신 장치.

청구항 23 

네트워크에 접속되어, 네트워크 트랜시버에서 버퍼 메모리로 데이타 프레임을 수신하고, 버퍼 메모리로부
터 호스트 프로세서 및 호스트 메모리를 포함하는 호스트 시스템으로 데이타 프레임을 전송하고, 데이타 
프레임 전송에 응답하여 인터럽트에 응답하고 네트워크 어댑터를 제공하는 호스트 프로세서로 인터럽트 
신호를 발생시키는 네트워크 어댑터로서, 상기 네트워크 어댑터는,

네트워크 트랜시버로부터 버퍼 메모리로 데이타 프레임을 수신하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논리와,

데이타 프레임 수신에 응답하여 초기 수신 지시신호를 발생시키는 수신 한계 논리와,

버퍼 메모리로부터 호스트 시스템으로 데이타 프레임을 수신하는 호스트 인터페이스 논리와,

호스트 시스템으로 데이타 프레임 송신에 응답하는 전송 완결 지시신호를 발생시키는 전송 완결 논리와,

전송 완결 지시신호에 응답하여 호스트 프로세서로 인터럽트 신호를 발생시키고 호스트 프로세서에 의해 
판독되는 초기 수신 및 전송 완결 지시신호를 나타내는 상태 정보를 포스트하는 제어수단과,

호스트 프로세서가 네트워크 어댑터를 제공하는 동안 초기 수신 지시가 발생하도록 전송 완결 지시신호를 
지연시키는 지시 조합 논리로 구성되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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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수신 한계 논리는, 

버퍼 메모리에 접속되어, 버퍼 메모리에 의해 수신된 데이타 양을 계수하는 카운터와,

수신 한계값을 포함하는 제 1 가변 기억장소와, 

가변 기억장소내의 수신 한계값과 카운터를 비교하여 카운터 및 수신 한계값을 포함하는 가변 기억 장소
의 비교에 대한 지시 신호를 발생시키는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워크 어댑터.

청구항 24 

제 23 항에 있어서, 데이타 필드는 수신지 어드레스를 포함하고 데이타 필드에 의해 후속되는 헤더 필드
를 포함하고, 수신 한계값은 헤더 필드의 시작과 관련된 데이타 양을 나타내는 예견 한계값인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네트워크 어댑터.

청구항 25 

제24항에 있어서, 전송 완결 지시신호는 데이타 프레임 수신 이후 발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워크 
어댑터.

청구항 26 

제 24 항에 있어서. 전송 완결 지시신호는 수신지 어드레스 수신이후 발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
워크 어댑터.

청구항 27 

제 26 항에 있어서, 전송 완결 지시신호는 데이타의 예견 한계값이 수신된 후 발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네트워크 어댑터.

청구항 28 

제24항에 있어서 지시 조합 논리는,

전송 완결 지연 한계값을 포함하는 제2가변 기억장소와,

제2카운터 및 전송 완결 지연 한계값을 포함하는 제2가변 기억장소에 접속되어, 카운터 및 가변 기억장소
의 값의 합을 출력하는 가산기와,

가산기의 출력 및 예견 한계값을 포함하는 제 1 가변 기억장소에 접속되어, 제 2 카운터 및 예견 한계값
을 포함하는 가변 기억장소의 비교에 응답하여 전송 완결 지시신호를 발생시키는 비교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워크 어댑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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