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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주변 장치 상호 연결(PCI) 장치(200)는 장치 상호 연결 버스(102)에 연결된 버스 인터페이스(216), 복수의 구성 공간 레지

스터 세트(206A-206N) 및 가상 다기능 로직(204)을 포함한다. 각 구성 공간 레지스터 세트(206A-206N)는 어느 한 기능

과 관련되어 있다. 가상 다기능 로직(204)는 버스 인터페이스(102)와 구성 공간 레지스터 세트(206A-206N)에 연결되어

있다. 가상 다기능 로직(204)은 복수의 기능에 복수의 구성 공간 레지스터(206A-206N)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한다. 가상

다기능 로직(204)은 또한 복수의 기능이 버스 인터페이스(216)와 다른 내부 로직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대표도

도 1

명세서

배경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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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소자 상호 연결(Peripheral Component Interconnect : PCI) 로컬 버스 규격은 마이크로프로세서 또는 중앙 처리 장

치(CPU)와 하나 이상의 주변 장치 간의 데이터 전송을 위한 32 비트 또는 64 비트 버스에 관한 것이다. 디스크 드라이브와

같은 주변 장치는 마더보드에 직접 통합할 수 있다. 다른 주변 장치들은 멀티미디어 카드, 그래픽 카드, 비디오 카드, 오디

오 카드, 로컬 에어리어 네트워크(LAN) 카드 등의 PCI 확장 카드를 통해 부가할 수 있다.

PCI "장치"는 PCI 버스 환경에서 동작하는 PCI 규격에 준거한 전기 장치이다. PCI 규격에 준거한 모든 PCI "장치"(호스트

버스 브리지는 제외)는 "구성 어드레스 공간"("구성 공간"이라고도 함)을 구현해야 한다. 구성 공간은 구성, 초기화 및 오류

처리를 위한 특정한 레지스터 세트이다.

각 PCI "장치"는 하나 이상의 "기능"을 가질 수 있다. 예컨대, 단일 장치는 2개의 "기능"을 가질 수 있는데, 그 중 한 "기능"

은 SCSI 버스 제어기에 관한 것이고, 다른 "기능"은 이더넷 제어기에 관한 것이다. 또한, 각각이 단일 "장치"의 별도의 "기

능"인 복수의 이더넷 제어기와 같이, 다수의 "기능들"이 동일한 작업을 행할 수도 있다. PCI 규격은 "기능"을 "단일 구성 공

간으로 표현되는 로직 세트"로 정의한다. PCI 규격은 각 "기능"을 별도의 구성 레지스터 공간, 예컨대 유일한 256 바이트

공간과 그 기능과 관련된 로직을 갖는 것으로 정의한다. 각 기능의 유일한 구성 공간은 입력/출력(I/O) 또는 메모리 어드레

스 공간과는 다르게 액세스할 수 있다.

단일 PCI 장치는 다수의 "기능"을 가질 수 있다. "다기능 장치"는 각 기능마다 구성 공간을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다수의

구성 공간을 갖는다. "다기능 장치"의 각 "기능"은 PCI 기능을 위한 완전한 별도의 장치로 간주할 수 있는데, 예컨대 각 기

능은 자신의 구성 공간 레지스터 세트를 갖는다.

종래의 PCI 장치에 있어서, 그 장치의 로직은 통상 각 기능의 구성 공간과 1 대 1로 관련되어 있다. 종래의 다기능 PCI 장

치의 경우는, 각 기능이 그 기능과 관련된 로직의 동작을 제어하는 레지스터 세트를 갖는다.

PCI 로컬 버스 규격에 대한 PCI 확장(PCI-X) 어덴덤(addendum)은 PCI 버스의 속도와 효율을 향상시키는 개선책을 가지

고 있다. PCI/X 어덴덤에 따른 "기능"은 PCI/X 준수에 필요한 동작 세트와 레지스터 세트를 지정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가상 주변 장치 상호 접속(PCI) 다기능 장치 및 그 이용 방법에 관한 것이다. PCI 다기능 장치는 많은 이점을 가

지고 있다. 예컨대, PCI 장치는 각 기능마다 별도의 내부 자원을 구현하지 않고 다기능을 구현할 수 있다. 호스트와 PCI 장

치 사이의 한 기능의 데이터 전송과 그 호스트와 그 PCI 장치 사이의 다른 기능의 데이터 전송 간에는 사실상 하드웨어적

으로 구별할 수 없다. 펌웨어의 제어 하에서 하드웨어와 다른 레벨에서는 명백하게 구별할 수 있다. PCI 장치의 다기능은

내부 자원을 공유할 수 있는데, 이로써 PCI 장치의 로직 감축이 가능하다. 이와 같이 로직을 감축함으로써 그 PCI 장치를

각 기능마다 전용 자원을 갖는 PCI 장치보다 더 작고 저렴하게 제조할 수 있다. 이것은 특히 일부 기능이 거의 사용되지 않

거나 전혀 동작하지 않는 다수의 기능을 구현하는 장치 설계에 있어서 유효하다.

또한, 가상 PCI 다기능 장치는 단일 전체 장치의 동작을 제어하는 복수의 상이한 PCI 구성 값 세트를 갖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본원의 제1 발명은 가상 PCI 다기능 장치를 포함하는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본원의 제2 발명은 PCI 기능 요건을 충족시키면서도 PCI 장치의 복수의 기능 간에 다수의 내부 자원을 공유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이하 첨부하는 도면과 설명에 하나 이상의 실시예를 상세히 기술한다. 다른 특징 및 이점은 그 설명, 도면 및 청구 범위로

부터 명백히 알 수 있을 것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주변 장치 상호 연결(PCI) 시스템의 일례를 도시한다.

도 2는 장치 로직, 가상 다기능 로직 및 복수의 기능 레지스터를 포함하는 PCI 장치를 도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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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은 기능과 관련된 레지스터 세트를 도시한다.

도 4는 기능 번호를 선택하는 방법을 도시한다.

실시예

도 1은 주변 장치 상호 연결(PCI) 시스템(100)의 일례를 도시한다. PCI 시스템(100)은 PCI(또는 PCI-X) 로컬 버스(102),

프로세서(104) 및 복수의 PCI 장치(106-116)를 포함할 수 있다.

도 2는 도 1의 PCI/PCI-X 버스(102)에 연결된 PCI 로직 장치(200)를 도시한다. PCI 로직 장치(200)는 주문형 반도체

(application specific integrated circuit : ASIC)일 수 있다. 도 2의 PCI 로직 장치(200)는 PCI-X 버스 인터페이스("PCI-

X 코어"라고도 함)(216), PCI-X 버스 마스터 인터페이스 로직(218), 가상 다기능 로직(204), PCI-X 버스 슬레이브 인터

페이스 로직(222), 추가의 장치 로직(202) 및 복수의 구성 공간 기능 레지스터(206A-206N)를 포함할 수 있다. 추가의 장

치 로직(202)은 하나 이상의 제어 레지스터(214), CPU(208), 메모리(212) 및 직접 메모리 액세스(direct memory

access : DMA) 제어기(210)를 포함할 수 있다. 도 2의 일부 구성 요소는 중복 가능하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또는 펌

웨어를 포함할 수 있다. 예컨대, 가상 다기능 로직(204)은 다른 장치 로직(216, 218, 222, 202) 및 각 "기능"의 구성 공간

과 통합 가능하며, 도 2에 도시한 별도의 블록이 아니다.

PCI-X 버스 인터페이스/PCI-X 코어(216)는 호스트 시스템과 PCI 장치(200) 간의 데이터 통신을 처리하는 하드웨어 블

록일 수 있다. 예컨대, PCI-X 코어(216)는 PCI-X 버스 프로토콜을 구현할 수 있다. PCI-X 코어(216)는 내부 로직(218,

204, 202, 222)과 PCI 버스(102) 간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DMA 제어기(210)는 호스트 시스템 메모리(105)와 온칩 메모리(212) 간의 데이터 전송을 처리할 수 있다.

버스 마스터 인터페이스 로직(218)은 PCI 장치(200)의 버스 동작을 처리할 수 있다.

가상 다기능 로직(204)은 PCI-X 코어(216), PCI-X 버스 마스터 인터페이스 로직(218), PCI-X 버스 슬레이브 인터페이

스 로직(222) 및 추가의 장치 로직(202)을 기능 레지스터(206A-206N)에 액세스시키는 로직 회로를 포함한다. 가상 다기

능 로직(204)은 다기능 레지스터(206A-206N)를 관련 공유 로직(216, 218, 202) 제어에 이용하는 방법을 처리하는 로직

회로를 포함한다.

다기능 레지스터(206A-206N)는 PCI 장치의 "구성 공간"(220)을 구성할 수 있다. PCI 장치(200)는 PCI 장치(200)가 구

현할 수 있는 로직과 5개의 구성 공간 레지스터 세트(206A-206N)를 포함하는 5개의 "기능"을 가질 수 있다. 호스트 소프

트웨어 드라이버(예컨대, 도 1의 프로세서(104))는 PCI 장치(200)의 "기능들" 중 하나를 통해 PCI 장치(200)와 통신한다.

"다기능 장치"의 경우, 기능마다 다른 호스트 드라이버, 즉 각 "기능"마다 하나의 호스트 드라이버를 가질 수 있다. 다수의 "

기능들"은 모두 동일한 "피처(feature)"를 제공하거나, 상이한 피처를 제공할 수 있다. 예컨대, 하나의 "기능"은 SCSI 버스

제어기에 관한 것이고, 다른 "기능"은 이더넷 제어기에 관한 것일 수 있다. 또한, 각각이 단일 "장치"의 별도의 "기능"인 복

수의 이더넷 제어기와 같이, 다수의 "기능들"이 동일한 작업을 행할 수도 있다. 하나의 기능이 제공하는 실제 피처는 본원

에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5개의 "기능"의 각각은 PCI 기능을 위한 완전한 별도의 "장치"로 간주할 수 있는데, 예컨대 각 기능은 자신의 구성 공간 레

지스터 세트(206)를 갖는다. PCI 규격은 각 "기능"이 자신의 구성 공간 레지스터 세트(206)를 가질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5개의 기능은 동일한 PCI "장치"(200)로 구현된다.

가상 다기능 로직(204)의 "가상" 특성은 다수의 기능들이 PCI 요건(예컨대, 각 기능이 구성 공간 레지스터 세트(206)를 가

짐)에 따라 정확하게 동작할 수 있게 하고 또한 다수의 기능들이 다수의 내부 자원("로직"이라고도 함)의 단일 인스턴스를

공유할 수 있게 한다. 내부 자원은 PCI-X 버스 인터페이스 또는 PCI-X 코어(216), 버스 마스터 인터페이스 로직(218), 버

스 슬레이브 인터페이스 로직(222) 및 추가의 로직(202)일 수 있다.

가상 다기능 로직(204)은 모든 기능의 레지스터(206A-206N)의 값들을 고려하여, 레지스터(206A-206N)로 하여금 다수

의 기능과 관련된 공유 로직(내부 자원)(216, 218, 222, 202)을 제어하게 한다. 기능들은 각 기능과 관련된 실제 (전용)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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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이 없기 때문에 "가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 각 "기능"은 구성 레지스터 공간에 의해 형성될 수 있다. PCI 장치(200)의 로

직, CPU 및 펌웨어는 "기능들"에 의해 공유될 수 있으나, 일부 로직만은 직접 연결되어 구성 공간 레지스터(206A-206N)

에 의해 제어될 수 있다.

PCI-X 버스 인터페이스(216)의 허용 가능한 동작을 제어하는 다수의 파라미터가 있다. 이들 파라미터는 각 기능의 구성

공간에 프로그래밍될 수 있다. 가상 다기능 로직(204)의 유일한 측면은 공유 하드웨어, 예컨대 PCI-X 코어(216) 및 DMA

제어기(210)에 대한 단일의 일관된 제어 세트를 제공할 수 있도록 상이한 기능들 간의 상이한 또는 충돌하는 설정을 처리

할 수 있는 능력이다. 예컨대, 2개의 상이한 기능이 캐시 라인 사이즈 레지스터에 대해 상이한 값으로 프로그래밍된 경우

에, 가상 다기능 로직(204)은 캐시 라인 사이즈에 대해 단일 값을 선택할 수 있다. 가상 다기능 로직(204)은 또한 전체 장

치(200)에 있어서 이용 가능한 자원을 최대화하도록 상이한 기능들에 대한 자원 설정, 예컨대 최대로 허용 가능한 미처리

분할 트랜잭션의 수를 최적화할 수 있다.

다음은 가상 다기능 로직(204)에 대한 특수 처리를 필요로 할 수 있는 PCI 구성 공간의 상이한 값들에 대해서 기술한다. 각

기능으로부터의 별도의 값들을 하나의 값으로 결합하여, 전체 장치의 동작을 제어하는 작업에 관한 것이다.

도 3은 기능과 관련된 레지스터 세트(206)를 도시하는데, 그 레지스터 세트(206)는 커맨드 레지스터(302), 스테이터스 레

지스터(304), 캐시 라인 사이즈 레지스터(306), 레이턴시 타이머 레지스터(308), PCI-X 커맨드 레지스터(310) 및 PCI-X

스테이터스 레지스터(312)를 포함할 수 있다.

커맨드 레지스터

커맨드 레지스터(302)는 PCI 규격에 의해 규정되며, 기능의 동작을 제어하는 복수의 비트를 포함할 수 있다. "버스 마스터

" 커맨드 비트 2는 해당 기능에게 PCI-X 버스(102)를 마스터하는 것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버스 마스터 커맨

드 비트가 클리어되면, 그 기능에게는 PCI-X 버스(102)에 대한 어떠한 트랜잭션의 개시도 허용되지 않는다. 버스 마스터

커맨드 비트가 세트되면, 그 기능에게는 PCI-X 버스(102)에 대한 트랜잭션의 개시가 허용된다. PCI 장치(200)의 전체 동

작은 모든 활성 기능의 버스 마스터 인에이블 비트들의 논리 "OR"과 동일할 수 있다. 따라서, 그 기능의 버스 마스터 인에

이블 비트들 중 어느 하나가 세트되면, PCI 장치(200)에게는 PCI-X 버스(102)에 대한 트랜잭션의 개시가 허용된다.

"MWI" 커맨드 비트 4는 해당 기능에게 메모리 기록 및 무효화(memory write and invalidate : MWI) 커맨드를 이용하는

것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MWI 비트가 클리어되면, MWI 커맨드를 이용할 수 없다. MWI 비트가 세트되면,

MWI 커맨드를 이용할 수 있다. 전체 장치 동작은 모든 버스 마스터 인에이블 기능의 MWI 비트들의 논리 "AND"와 동일할

수 있다. 따라서, 그 버스 마스터 인에이블 기능의 MWI 비트들 모두가 세트되면, 전체 장치(200)에게는 메모리 기록 및 무

효화(MWI) 커맨드의 이용이 허용된다.

"패리티 오류 응답" 커맨드 비트 6은 해당 기능이 패리티를 체크하여 그 기능이 마스터하는 트랜잭션에 대한 "PERR" 신호

(PCI 규격에 의해 규정됨)를 구동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패리티 오류 응답 비트가 클리어되면, 그 기능은 패리티를

체크해서는 안되고 또한 "PERR"을 어서트해서도 안된다. 패리티 오류 응답 비트가 세트되면, 그 기능은 패리티를 체크하

여 패리티 오류가 검출되면 "PERR"을 어서트해야 한다. 전체 장치 동작은 모든 활성 기능의 패리티 오류 응답 비트들의 논

리 "OR"과 동일할 수 있다. 따라서, 그 활성 기능의 패리티 오류 응답 비트들 중 어느 하나가 세트되면, PCI 장치(200)는

패리티를 체크하여 패리티 오류가 검출되면 PERR을 구동하게 된다.

"SERR 인에이블" 커맨드 비트 8은 해당 기능에게 SERR 드라이버(PCI 규격에 의해 규정됨)를 인에이블하는 것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SERR 인에이블 커맨드 비트가 클리어되면, 그 기능에게는 SERR 드라이버의 인에이블이 허용되

지 않는다. SERR 인에이블 커맨드 비트가 세트되면, 그 기능은 SERR 드라이버를 인에이블할 수 있다. 전체 장치 동작은

모든 활성 기능의 SERR 인에이블 커맨드 비트들의 논리 "OR"과 동일할 수 있다. 따라서, 그 활성 기능의 SERR 인에이블

커맨드 비트들 중 어느 하나가 세트되면, PCI 장치(200)는 SERR을 어서트할 수 있다.

"패스트 백 투 백 인에이블(Fast Back-to-Back Enable)" 커맨드 비트 9는 해당 기능에게 패스트 백 투 백 트랜잭션을 실

행하는 것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패스트 백 투 백 인에이블 커맨드 비트가 클리어되면, 그 기능에게는 패스트

백 투 백 트랜잭션의 실행이 허용되지 않는다. 패스트 백 투 백 인에이블 커맨드 비트가 세트되면, 그 기능은 패스트 백 투

백 트랜잭션을 실행할 수 있다. 전체 장치 동작은 모든 버스 마스터 인에이블 기능의 패스트 백 투 백 인에이블 커맨드 비

트들의 논리 "AND"와 동일할 수 있다. 따라서, 그 버스 마스터 인에이블 기능의 패스트 백 투 백 인에이블 커맨드 비트들

모두가 세트되면, 장치(200)는 패스트 백 투 백 트랜잭션을 실행할 수 있다.

공개특허 10-2006-0017584

- 4 -



스테이터스 레지스터

스테이터스 레지스터(304)는 PCI 규격에 의해 규정되며, 기능의 스테이터스를 나타내는 복수의 비트를 포함할 수 있다.

수개의 비트는 가상 다기능 장치(200)에 대한 특수 처리를 가질 수 있다.

"마스터 데이터 패리티 오류" 스테이터스 비트 24는 마스터된 트랜잭션에 대한 패리티 오류가 검출되었음을 나타낼 수 있

다. 이 비트는 대응하는 커맨드 비트 6이 소정 기능에 세트되어 있고 전체 장치(200)가 마스터된 트랜잭션(PCI 규격에 의

해 규정됨)에 대한 패리티 오류를 검출한 경우에 그 기능에 세트될 수 있다.

"시그널링된 시스템 오류" 스테이터스 비트 30은 장치(200)가 SERR 드라이버를 구동했음을 나타낼 수 있다. 이 비트는 대

응하는 커맨드 비트 8이 소정 기능에 세트되어 있고 전체 장치(200)가 SERR 드라이버를 구동한 경우에 그 기능에 세트될

수 있다.

"시그널링된 타겟 어보트" 스테이터스 비트 27, "수신된 타겟 어보트" 스테이터스 비트 28, "수신된 마스터 어보트" 스테이

터스 비트 29 및 "검출된 패리티 오류" 스테이터스 비트 31은 각종 PCI 오류를 나타낼 수 있다. 이들 오류 비트는 전체 장

치(200)가 대응하는 오류를 만나는 경우에 모든 기능에 세트될 수 있다.

캐시 라인 사이즈 레지스터

캐시 라인 사이즈 레지스터(306)는 PCI 규격에 의해 규정되며, 호스트, 예컨대 도 1의 프로세서(104)의 캐시 라인 사이즈

를 해당 기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캐시 라인 사이즈 레지스터가 0 이외의 값으로 프로그래밍되면, 해당 기능에게는 그 캐

시 라인 사이즈에 기초한 최적화가 허용된다. 이러한 최적화에는 PCI 규격에 의해 규정되는 블록 판독 및 기록 커맨드 : 메

모리 판독 라인(Memory Read Line), 메모리 판독 다중화(Memory Read Multiple) 및 메모리 기록 무효화(Memory

Write Invalidate)를 이용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

전체 장치 동작은 다음과 같다. 모든 버스 마스터 인에이블 기능의 캐시 라인 사이즈 레지스터가 동일한 값으로 프로그래

밍되면, 전체 장치(200)는 그 값을 이용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전체 장치(200)는 "0"(무효 값)의 캐시 라인 사이즈를

이용할 수 있다.

레이턴시 타이머 레지스터

레이턴시 타이머 레지스터(308)는 PCI 규격에 의해 규정되며, 허가가 철회된 경우에 해당 기능이 버스(102)를 이용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을 나타낼 수 있다. 전체 장치(200)가 트랜잭션을 마스터하면, 전체 장치(200)는 모든 레이턴시 타이머 레

지스터(308)의 버스 마스터 인에이블 기능의 값들 중 최소값과 같은 값을 이용한다.

PCI-X 커맨드 레지스터

PCI-X 커맨드 레지스터(310)는 PCI-X 규격에 의해 규정되며, 장치(200)의 PCI-X 동작을 제어하는 복수의 비트를 포함

할 수 있다. "데이터 패리티 오류 복원" 커맨드 비트 16은 해당 기능의 패리티 오류 복원 능력을 제어할 수 있다. 데이터 패

리티 오류 복원 커맨드 비트가 세트되면, 그 기능은 데이터 패리티 오류 복원을 시도할 수 있다. 이 비트가 클리어되면, 그

기능은 데이터 패리티 오류 복원을 시도해서는 안된다. 전체 장치 동작은 모든 버스 마스터 인에이블 기능의 데이터 패리

티 오류 복원 커맨드 비트들의 논리 "AND"와 동일할 수 있다. 따라서, 그 버스 마스터 인에이블 기능의 데이터 패리티 오

류 복원 커맨드 비트들 모두가 세트되면, 전체 장치(200)는 데이터 패리티 오류 복원을 시도할 수 있다.

"인에이블 릴랙스 오더링" 커맨드 비트 17은 해당 기능이 마스터 트랜잭션(PCI 및/또는 PCI-X 규격에 의해 규정됨)에서

릴랙스 오더링("RO") 비트를 세트하는 능력을 제어할 수 있다. 인에이블 릴랙스 오더링 비트가 세트되면, 그 기능은 인에

이블 릴랙스 오더링 "RO" 비트를 세트할 수 있다. 이 인에이블 릴랙스 오더링 비트가 클리어되면, 그 기능은 인에이블 릴랙

스 오더링 "RO" 비트를 세트해서는 안된다. 전체 장치 동작은 모든 버스 마스터 인에이블 기능의 인에이블 릴랙스 오더링

비트들의 논리 "AND"와 동일할 수 있다. 따라서, 그 버스 마스터 인에이블 기능의 인에이블 릴랙스 오더링 비트들 모두가

세트되면, 전체 장치(200)는 마스터 트랜잭션에서 인에이블 릴랙스 오더링 "RO" 비트를 세트할 수 있다.

"최대 메모리 판독 바이트 카운트" 커맨드 비트 18-19는 해당 기능이 실행할 수 있는 최대 사이즈 판독을 제한할 수 있다.

마스터 판독(PCI 및/또는 PCI-X 규격에 의해 규정됨)은 그 마스터 판독이 최대 메모리 판독 바이트 카운트 비트들보다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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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요청할 수 없다. 전체 장치 동작은 모든 버스 마스터 인에이블 기능의 최대 메모리 판독 바이트 카운트 필드들 중

최소값일 수 있다. 따라서, 전체 장치(200)가 요청할 수 있는 최대 사이즈 판독은 모든 버스 마스터 인에이블 기능들에 프

로그래밍된 최대 메모리 판독 바이트 카운트 필드들 중 최소값일 수 있다.

"최대 미처리 분할 트랜잭션" 커맨드 비트 20-22는 해당 기능에게 허용된 최대 미처리 분할 트랜잭션(PCI 및/또는 PCI-X

규격에 의해 규정됨)의 수를 제어할 수 있다. 지시된 미처리 분할 트랜잭션의 수에 도달되면, 그 기능은 더 이상의 분할 트

랜잭션을 요청해서는 안된다. 전체 장치 동작은 모든 버스 마스터 인에이블 기능의 최대 미처리 분할 트랜잭션 커맨드 필

드들의 합과 같은 값을 이용할 수 있다. 이로써 전체 장치(200)는 모든 기능들에 할당된 모든 분할 트랜잭션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PCI-X 스테이터스

PCI-X 스테이터스 레지스터(312)는 PCI-X 규격에 의해 규정되며, PCI-X 동작에 대한 각종 스테이터스 정보를 보고할

수 있다. 일부 비트는 가상 다기능 동작에 의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스테이터스 비트 29, "수신 분할 완성 오류" 스테이터

스 비트 19, "예기치 않은 분할 완성" 스테이터스 비트 18 및 "분할 완성 폐기" 비트는 전체 장치(200)가 대응하는 조건을

검출한 경우에 모든 활성 기능들에 세트될 수 있다.

PCI-X 기능 이용

PCI/PCI-X 프로토콜 준수 상태를 유지하고 소정의 기능에 대한 최대 미처리 분할수를 위반하지 않으면서 최대로 가능한

미처리 분할수에 도달하기 위해서 상이한 기능 번호들을 이용할 수 있다.

전체 장치(200)가 PCI-X 버스(102)에 대한 트랜잭션을 마스터하면, 그 기능 번호는 그 PCI-X 버스(102)에 전달되는 정

보의 일부일 수 있다. 전체 장치(200)는 다수의 조건에 기초하여 각 트랜잭션에 유효한 기능 번호를 선택해야 한다.

도 4는 기능 번호를 선택하는 방법을 도시한다. 이 방법은 단계 400에서, 요청된 트랜잭션이 판독인지 아니면 기록인지를

판정할 수 있다. 요청된 버스 트랜잭션이 기록인 경우, 장치(200)는 최저 번호의 버스 마스터 인에이블 기능의 번호를 선택

할 수 있다(단계 402).

요청된 트랜잭션이 판독인 경우에는, 장치(200)(예컨대, 가상 다기능 로직(204))는 인에이블 및 버스 마스터 인에이블된

기능들에 대한 다음의 처리를 이용할 수 있다.

- 최저 번호의 기능을 시작으로 해서 최고 번호의 기능에 대해서, "최대 미처리 분할 트랜잭션" PCI-X 커맨드 레지스터 비

트 22:20에 대한 각 기능의 값을 그 기능에 대한 현재의 미처리 분할 트랜잭션의 카운트와 비교한다(단계 404).

- 현재의 미처리 분할 카운트(그 기능에 대해 발행된 분할)가 그 요청에 이용하기 위한 "최대 미처리 분할 트랜잭션" PCI-

X 커맨드 레지스터 비트 22:20가 허용한 카운트보다 작은 최저 번호의 기능을 선택하고, 선택한 기능 번호에 판독을 발행

한다(단계 406).

- 새로운 판독 요청이 분할되면, 그 기능에 대한 미처리 분할 요청 카운트를 증가시킨다(단계 410).

- 기능에 대한 분할 판독이 나중에 완료되면, 그 판독이 발행된 기능에 대한 미처리 분할 카운트를 감소시킨다(단계 412).

다수의 실시예를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의 요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양하게 변형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

다. 따라서 다음의 청구 범위의 요지 내에는 다른 실시예들이 포함되어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장치 상호 연결 버스에 연결된 버스 인터페이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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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이 장치의 기능과 관련되어 있는 복수의 구성 공간 레지스터 세트와;

상기 버스 인터페이스와 상기 구성 공간 레지스터 세트에 연결되고, 장치의 복수의 기능을 조정하도록 구성된 다기능 로직

을 포함하는 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버스 인터페이스는 주변 장치 상호 연결(PCI) 버스에 연결된 주변 장치 상호 연결 버스 인터페이스

인 것인 장치.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다기능 로직은 복수의 주변 장치 상호 연결 기능을 처리하도록 구성된 것인 장치.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버스 인터페이스는 주변 장치 상호 연결 확장 버스에 연결된 주변 장치 상호 연결 확장(PCI-X) 버스

인터페이스인 것인 장치.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장치는 주문형 반도체(application specific integrated circuit : ASIC)인 것인 장치.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구성 공간 레지스터 세트의 각각은 커맨드 레지스터를 포함하며, 상기 다기능 로직은 복수의

기능과 관련된 복수의 커맨드 레지스터로부터의 비트들을 이용하여 상기 장치를 제어하는 것인 장치.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구성 공간 레지스터 세트의 각각은 스테이터스 레지스터를 포함하며, 상기 다기능 로직은 복

수의 기능과 관련된 복수의 스테이터스 레지스터로부터의 비트들을 이용하여 상기 장치를 제어하는 것인 장치.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구성 공간 레지스터 세트의 각각은 캐시 라인 사이즈 레지스터를 포함하며, 상기 다기능 로

직은 복수의 기능과 관련된 복수의 캐시 라인 사이즈 레지스터로부터의 비트들을 이용하여 상기 장치를 제어하는 것인 장

치.

청구항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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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구성 공간 레지스터 세트의 각각은 레이턴시 타이머 레지스터를 포함하며, 상기 다기능 로직

은 복수의 기능과 관련된 복수의 레이턴시 타이머 레지스터로부터의 비트들을 이용하여 상기 장치를 제어하는 것인 장치.

청구항 10.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구성 공간 레지스터 세트의 각각은 주변 장치 상호 연결 확장(PCI-X) 커맨드 레지스터를 포

함하며, 상기 다기능 로직은 복수의 기능과 관련된 복수의 주변 장치 상호 연결 확장(PCI-X) 커맨드 레지스터로부터의 비

트들을 이용하여 상기 장치를 제어하는 것인 장치.

청구항 11.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구성 공간 레지스터 세트의 각각은 주변 장치 상호 연결 확장(PCI-X) 스테이터스 레지스터

를 포함하며, 상기 다기능 로직은 복수의 기능과 관련된 복수의 주변 장치 상호 연결 확장(PCI-X) 스테이터스 레지스터로

부터의 비트들을 이용하여 상기 장치를 제어하는 것인 장치.

청구항 1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다기능 로직은 복수의 기능에 대한 복수의 구성 공간 레지스터를 조정하는 것인 장치.

청구항 1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다기능 로직은 복수의 기능이 상기 버스 인터페이스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 장치.

청구항 1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다기능 로직은 복수의 기능이 내부 장치 로직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 장치.

청구항 1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다기능 로직은 복수의 기능이 상기 장치의 내부 자원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 장치.

청구항 16.

제1항에 있어서, 복수의 기능이 공유하는 주변 장치 상호 연결 확장(PCI-X) 마스터 인터페이스 로직을 더 포함하는 것인

장치.

청구항 17.

제1항에 있어서, 복수의 기능이 공유하는 주변 장치 상호 연결 확장(PCI-X) 슬레이브 인터페이스 로직을 더 포함하는 것

인 장치.

청구항 18.

공개특허 10-2006-0017584

- 8 -



제1항에 있어서, 복수의 기능이 공유하는 제어 레지스터들을 더 포함하는 것인 장치.

청구항 19.

제1항에 있어서, 복수의 기능이 공유하는 처리부(processing unit)를 더 포함하는 것인 장치.

청구항 20.

제1항에 있어서, 복수의 기능이 공유하는 메모리를 더 포함하는 것인 장치.

청구항 21.

제1항에 있어서, 복수의 기능이 공유하는 직접 메모리 액세스 제어기를 더 포함하는 것인 장치.

청구항 22.

호스트 프로세서와;

상기 호스트 프로세서에 연결된 로컬 버스와;

상기 로컬 버스에 연결된 다기능 장치

를 포함하며, 상기 다기능 장치는,

버스 인터페이스와;

각각이 상기 다기능 장치의 기능과 관련되어 있는 복수의 구성 공간 레지스터 세트와;

상기 버스 인터페이스와 상기 구성 공간 레지스터 세트에 연결되고, 상기 다기능 장치의 복수의 기능을 조정하도록 구성된

다기능 로직을 포함하는 것인 시스템.

청구항 23.

복수의 레지스터 세트에 장치의 복수의 기능에 대한 구성 비트들을 저장하는 단계와;

상기 복수의 기능이 장치 로직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4.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기능은 주변 장치 상호 연결 기능인 것인 방법.

청구항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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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번호를 선택하는 방법에 있어서,

각 기능의 최대 미처리 분할 트랜잭션 비트들을 그 기능에 대한 현재의 미처리 분할 트랜잭션의 카운트와 비교하는 단계

와;

현재의 미처리 분할 카운트가 상기 최대 미처리 분할 트랜잭션 비트들보다 작은 최저 번호의 기능을 선택하는 단계와;

상기 선택한 최저 번호의 기능의 기능 번호에 버스 판독 트랜잭션을 발행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기능 번호 선택 방법.

청구항 26.

제25항에 있어서, 판독 요청이 분할되면, 기능에 대한 미처리 분할 요청 카운트를 증가시키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인 기

능 번호 선택 방법.

청구항 27.

제25항에 있어서, 기능에 대한 분할 판독이 나중에 완료되면, 그 판독이 발행된 기능에 대한 미처리 분할 카운트를 감소시

키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인 기능 번호 선택 방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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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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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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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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