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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오류 발생 장치의 로드 또는 기억 동작이 완료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각 I/O 장치로부터 장
치 선택 라인은 개별적으로 PCI 호스트 브리지에 연결되어 있으므로, 오류가 PCI 버스 상에 발견되는 경우에 오류 발
생 장치의 장치 번호가 오류 레지스터 내에 로그(log)된다. 주체(subject) 장치의 장치 번호가 오류 레지스터에 대하
여 검사(check)될 때까지 다음의 로드(load) 및 기억(store) 동작이 지연되고 나서야 오류 레지스터가 리셋된다. 주
체 장치가 이전 단계에서 오류가 발생한 장치라면, 불량 패리티(bad parity)를 강제로 부여하거나 바이트 인에이블(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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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e enable)을 모두 제로(zero)로 하여, 그 장치에 대한 로드/기억 동작이 완료되는 것을 방지한다. 강제 불량 패리티
와 제로(zero) 바이트 인에이블에 의하여 I/O 장치는 자체의 장치 선택 라인을 구동하여 로드 또는 기억 요구에 대하여 
응답할 것이지만, 기억 데이터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오류 레지스터에 로그되지 않은 장치에 대한 동작은 정상적
으로 계속하여 수행되도록 허용되며, 오류 레지스터가 소거되는 경우에 모든 로드 및 기억 동작들은 정상적으로 진행되
도록 허용된다. 따라서 정상적인 시스템 동작은 영향을 받지 않으며, 더 이상 손상이 유발되지 않는다면 오류 복구 동안
에 동작이 계속하여 수행되도록 허용된다.
    

대표도
도 3a

색인어
다중처리시스템, PCI, 호스트브리지, 오류레지스터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가 구현되는 데이터 처리 시스템의 블록도.

도 2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주변 장치 연결 호스트 브리지의 블록도.

도 3a 및 도 3b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오류 검출 후 주변 장치 연결 버스 상에서의 로드 및 기억 동작을 처리하는 
프로세스에 대한 상위 레벨 순서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버스 오류 처리(error handling)에 관한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로드/기억(load/store) 동작 동안 버스 오류
를 처리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더욱 구체적으로, 본 발명은 강제 불량 데이터 패리티(forced bad data parity) 또는 
제로 바이트 인에이블(zero byte enables)을 통하여 로드 및 기억 동작 동안 버스 오류에 의한 손상(damage)을 방지
하여 이러한 오류로부터 복구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많은 데이터 처리 시스템들은 주변 장치 연결(peripheral architecture interconnect; PCI) 로컬 버스 아키텍쳐(arc
hitecture)에 적합한 표준 입출력(I/O) 시스템을 지원(support)하고 있으며, 아키텍쳐는 PCI간의 브리지, 동위 계층
간(peer-to-peer)의 데이터 전송, 다기능 장치 및 집적화되고 플러그인(plug-in) 된 장치를 통한 I/O 확장(expan
sion)을 포함하는 많은 복합적인 특징을 지원한다. PCI 버스 상에서 I/O 장치에 대하여 I/O 동작을 설정하는 경우에, 
장치 드라이버(device driver)는 I/O 장치에 대하여 연속된 로드 및/또는 기억 동작을 수행해야만 한다. 이러한 동작 
중의 임의 동작이 I/O 버스 상에서 패리티 오류를 갖는다면, 그 동작이 초기화되기 전에 장치 드라이버가 중지될 수 있
도록 그 정보를 장치 드라이버로 리턴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제1 기억 동작은 I/O 장치에 어드레스를 설정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다음의 제2 기억 동작은 데이터 
전송을 시작하도록 I/O 장치로 신호를 보내는데 사용될 수 있다. 제1 기억 동작이 오류를 가진 상태에서 그 다음의 제
2 기억 동작이 수신되면, I/O 장치는 부적합한(incorrect) 위치에서 동작을 시작한다. PCI 아키텍쳐는 오류 발생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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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기억 동작이 계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어댑터를 설계하는 어떠한 대책도 포함하지 않는다. 대부분 현재 시스
템들은 기억 동작후에 장치 드라이버 실행이 계속되도록 하며, 기억 동작이 완전하고 정확하게 수행되었는지를 판단하
기 위하여 로드/기억 동작에 대해 성공적임이라는 응답을 기다리지는 않는다. 기억 동작에 대한 응답을 기다리는데 요
구되는 프로세서 기능 정지(stall)가 시스템 성능을 상당히 저하시키므로 이것은 바람직하다.
    

    
매 로드 또는 기억 동작마다 응답을 기다리지 않고 오류 후에 장치 드라이버가 게속되는 로드/기억 동작을 완료하는 것
을 방지하도록 하는 하나의 기술은, 장치 드라이버가 '개시(go)' 기억 동작 (장치 드라이버에게 시작하도록 신호하는 
기억 동작)을 지시하기(issue) 전에 모든 셋업(setup) 정보를 되읽고(read back), 그 다음 되읽혀진 데이터와 기억된 
데이터를 비교하여 '개시' 기억 동작을 지시하기에 앞서 그 두 개가 동일한 것인지를 판단한다. 그러나, 이것은 장치에 
대한 로드 동작에 대하여 많은 프로세서 시간을 요구하고, 대부분의 경우에 프로세서 인스트럭션(instruction) 시간에 
비하여 긴 경로(path)를 요구한다. 또 하나의 가능한 해결책은 인터페이스 내의 비트 또는 I/O 장치 내의 상태 레지스
터(status register)를 검사(examine)하여 기억 동작 후에 오류가 발생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현재의 아키텍쳐에 의하여 지원되지 않으며, 또한 많은 프로세서 시간을 요구한다.
    

또 다른 해결책은 기억 동작 후 오류가 있는 경우에 I/O 장치가 외부 인터럽트를 생성하는 것이지만, 기억 동작을 계속
하기 전에 인터럽트를 기다리는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 그 외에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은 일반적으로 어댑터에 달려 있
으므로, 그 해결책을 위하여 설계되지 않은 임의의 I/O 장치로는 작동할 수 없거나 많은 프로세서 시간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로드 또는 기억 동작마다 응답을 기다리지 않고 오류 발생 후의 로드 및/또는 기억 동작이 완료되는 것을 방
지하기 위한 방법과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메커니즘이 PCI 어댑터 또는 I/O 장치 하드웨어에 대한 
변경을 요구하는 것을 피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에 따라 메커니즘에 그 메커니즘용으로 특별히 설계되지 않은 
어떠한 I/O 장치도 사용할 수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버스 오류 처리를 위한 방법 및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로드 및 기억 동작 동안에 버스 오류를 처리하기 위한 방법 및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강제 불량 데이타 패리티 또는 제로 바이트 인에이블 사용에 의하여 이전 단계에 오류가 발생
하였던 장치를 식별하여 로드 및 기억 동작 동안 버스 오류에 의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 및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
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목적은 이하에 기술되는 바에 의하여 달성된다. 각 I/O 장치로부터 장치 선택 라인은 개별적으로 PCI 호스트 브리
지에 연결되어 있으므로, 오류가 PCI 버스 상에 발견되는 경우에 오류 발생 장치의 장치 번호가 오류 레지스터 내에 로
그(log)된다. 대상(subject) 장치의 장치 번호가 오류 레지스터에 대하여 검사(check)될 때까지 다음의 로드 및 기억 
동작이 지연되고 나서야 오류 레지스터가 리셋된다. 대상 장치가 이전 단계에서 오류가 발생한 장치라면, 불량 패리티
를 강제로 부여하거나 바이트 인에이블을 모두 제로(zero)로 하여, 그 장치에 대한 로드/기억 동작이 완료되는 것을 방
지한다. 강제 불량 패리티와 제로 바이트 인에이블에 의하여, I/O 장치는 자체의 장치 선택 라인을 구동하여 로드 또는 
기억 요구에 대하여 응답할 것이지만, 기억 데이터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오류 레지스터에 로그되지 않은 장치에 
대한 동작은 정상적으로 계속하여 수행되도록 허용되며, 오류 레지스터가 소거되는 경우에 모든 로드 및 기억 동작들은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허용된다. 따라서 정상적인 시스템 동작은 영향을 받지 않으며, 그러한 동작에 의하여 더 이상 
손상이 유발되지 않는다면 오류 복구 동안에 동작이 계속하여 수행되도록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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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부가적인 본 발명의 목적 및 추가 목적, 특징 및 장점은 다음에 기술되는 설명에서 명확해질 것이다.

본 발명의 신규한 특징은 첨부된 특허 청구의 범위에 기술되어 있다. 첨부된 도면과 함께 예시된 실시예의 상세한 설명
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 추가적인 목적 및 장점이 보다 확실하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도 1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가 구현되는 데이터 처리 시스템이 도시되어 있다. 데이터 처리 시스템(1
00)은 다수의 프로세서(102,104)를 포함하는 대칭형 멀티프로세서 시스템(symetric multiprocessor system; SM
P)이며, 이들 프로세서(102,104)는 바람직하게는 뉴욕 아몽크(Amornk)에 소재한 IBM (International Business m
achines)사에서 입수가능한 파워PCTM 계열의 프로세서 중의 하나로 이루어진다. 예시된 실시예에서는 단지 두 개의 
프로세서만 도시되어 있으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프로세서가 추가로 사용될 수 있다. 본 발명은 SMP 데이터 처리 시
스템 이외에, 단일 프로세서 시스템, NUMA 아키텍쳐 시스템, 클러스터(cluster) 시스템 및 동종류의 다른 시스템에 
적용 가능하다.

    
각 프로세서(102,104)는 데이터 및 인스트럭션을 프로세서로 스테이징(staging)하는 연관 레벨 2(L2) 캐시((106,1
08)를 각각 포함한다. 프로세서(102,104)는 L2 캐시(106,108)을 통하여 시스템 버스(110)에 연결되어 있다. 또한 
로컬 메모리, 디스플레이(도시되지 않음)에 대한 연결을 제공하는 메모리 맵 그래픽 어댑터(114), I/O 버스(118)에 
시스템 버스(110)를 연결하는 입/출력(I/O) 버스 브리지(bus bridge)가 시스템 버스(110)에 연결되어 있다. 키보드
(120)와, 마우스, 트랙볼(trackball) 등의 포인팅 장치(pointing device, 22)와 같은 입력 장치가 I/O 버스(118)에 
연결되어 있다.
    

또한 본 발명에서 시스템 버스(110)를 주변 장치 연결(Peripheral Component Interface; PCI) 버스(126)에 연결하
는 PCI 호스트 브리지(124)가 시스템 버스(110)에 연결되어 있다. PCI 버스(126)는 비휘발성 기억 장치(132,134)
를 PCI 버스(126)에 연결하는 다수의 어댑터(128,130)용 슬롯을 포함한다. 비휘발성 기억 장치(132,134)는 자기 디
스크 드라이버, 고체 상태 디스크, 또는 그 밖의 통상적인 기억 장치일 수 있다.

    
데이터 처리 시스템(100)의 동작은 해당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알려져 있다. 비휘발성 기
억 장치(132,134) 등의 기억 장치와 읽기 전용 메모리(ROM) 등의 그 밖의 장치내에 포함된 소프트웨어는 시스템에 
대한 전력 공급에 응답하여 로드되는 운영 체제와 관련된 루틴을 포함한다. 이러한 소프트웨어는 시스템 메모리(112)
로 로드되고, L2 캐시(106,108)를 통하여 프로세서(102,104)로 스테이지(stage)되며, 이러한 소프트웨어는 기억 장
치(132 및/또는 134) 내에 포함된 응용 소프트웨어이고 관련 데이타이다. 키보드(120)와 포인팅 장치(122)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일 수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실행되는 소프트웨어 응용을 제어하는데 사용된다.
    

    
본 발명이 속한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는 직렬 및 병렬 포트, 네트워트 또는 부가 장치에 대한 연결 장치, 
시스템 버스(110) 및/또는 시스템 메모리(112) 등에 대한 액세스를 조절하는 컨트롤러 등과 같은 도 1에 도시되지 않
는 다수의 추가 구성 요소가 데이터 처리 시스템(100)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 본 발
명과 관련하여 NUMA 또는 클러스터 구조와 같은 다른 시스템 아키텍쳐 구조가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수정과 변형은 
본 발명의 특징과 범위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도 2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PCI 호스트 브리지의 블록도가 도시되어 있다. 오류 발생 후에 로
드 및 기억 동작의 완료를 방지하는 문제의 해결책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이전에 기술된 한계(limitation)를 피하는 하
나의 해답은 다른 어떠한 이유로 장치 드라이버가 장치로부터 로드 동작의 수행을 요구할 때까지 임의의 오류의 보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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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시키는 것이다. 그 때 가서, 이전의 오류가 보고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댑터
의 상태에 대한 또 다른 손상을 방지하는 메커니즘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장치에 대하여 제1 로드 또는 기억 동
작 오류가 발생한 후에, 하드웨어가 또 다른 로드 및 기억 동작이 I/O 장치로 도달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대개 I/O 버스 상의 대부분의 I/O 장치는 어드레스에 의하여 선택되며, 그들이 응답하는 다수의 어드레스 범위(range)
를 가진다. 로드 및 기억 동작이 I/O 장치로 도달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PCI 버스 호스트 브리지(124)와 같은 호스트 
브리지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통상의 접근법은 호스트 브리지 내에 I/O 장치의 디코딩(decoding)을 복제하거나 특정 
호스트 브리지 하에서 모든 장치에 대한 모든 로드 및 기억 동작을 차단하는 것을 포함할 것이다. 전자의 해결책은 계량
화할 수 없으며, 후자의 해결책은 바람직한 수보다 많은 I/O 동작을 차단할 것이다. 예를 들면, 하나의 PCI 호스트 브리
지는 4개 이상의 I/O 장치에 대한 연결을 제공할 수 있다.
    

    
본 발명에서는 PCI 호스트 브리지(124)를 재설계함으로써 PCI를 기초로 한 시스템에 대하여 오류 발생 후에 로드/기
억이 완료되는 것을 방지하는 문제를 해결한다. 각 I/O 장치(132. 134)로부터의 개별적인 장치 선택(DEVSEL) 라인 
(202a∼202n)은 PCI 호스트 브리지(124)에 연결되어 있다. 이것은 각 장치 (132,134)가 각자의 어드레스 범위를 
복호화하고, 각 장치가 선택될 때 PCI 호스트 브리지(124)로 보고하도록 한다. PCI 버스로의 로드 또는 기억 동작시 
오류(데이터 패리티 오류(PERR) 등)가 검출되면, 오류가 발생된 장치는 각각의 장치 선택 라인(202a∼202n)을 통하
여 오류 레지스터(204)에 로그된다. 이 시점부터 PCI 호스트 브리지(124) 내 오류 레지스터(204)가 소거(clear)될 
때까지, 기억 동작의 경우 이전에 오류가 발생되었던 I/O 장치로는 유효 데이터가 절대로 전달되지 않으며, 로드 동작
의 경우 I/O 장치가 로드 동작 상에서 유효한 판독 트랜잭션(valid read transaction)을 완료하도록 허용하지 않는다.
    

    
본 발명에서, 일단 오류가 PCI 버스 상에서 검출되면, 이 장치가 이전에 오류가 발생한 장치라면(즉, 장치 선택 라인(
202a∼202n)으로부터 판독된 DEVSEL과 오류를 가지고 있고 오류 레지스터(204)에 로그되어 있는 I/O 어댑터의 D
EVSEL과 일치한다면), 이 장치로의 로드 및 기억 동작이 완료되도록 허용되지 않는다. DEVSEL 신호가 다수의 주기 
동안 버스 동작에 개입하기 때문에, DEVSEL 신호가 수신될 때까지 PCI 호스트 브리지는 I/O 장치로의 동작을 지연시
킬 수 있다.
    

도 3a와 3b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오류 검출 후에 주변 장치 연결 버스 상에서 로드 및 기억 
동작을 처리하는 프로세스에 대한 상위 레벨 순서도가 도시되어 있다. 본 발명에서는, 오류가 발생한 장치는 그 장치에 
관한 장치 선택 신호에 의해 PCI 호스트 브리지의 오류 레지스터 내에 로그된다. 또한, 오류 레지스터 내에서 식별되는 
I/O 장치로의 로드 및 기억 동작이 완료되는 것이 계속 방지된다.

    
도 3a는 본 발명에 따라 이전에 오류가 발생한 장치에 대한 로드/기억 동작이 완료되는 것을 방지하는 제1 방법에 대한 
프로세스(process)를 도시한다. 프로세스는 단계(302)에서 시작하고, 단계(302)에서는 PCI 버스에 연결된 장치에 
대한 로드 또는 기억 동작을 수신한다. 그 다음 프로세스는 단계(304)로 나아가고, 단계(304)에서 PCI 호스트 브리지
의 오류 레지스터가 소거되었는지를 판단한다. 오류 레지스터가 소거되지 않았다면 단계(306)로 진행하고, 단계(306)
에서 장치 선택 라인이 판독될 때까지 로드 또는 기억에 해당하는 판독(read) 또는 기록(write)의 완료를 지연시킨다. 
이것은 PCI 버스 내의 개시 준비(IRDY) 신호 라인을 사용하여 달성될 수 있다. 개시 준비 라인을 활성화시키지 않는 
것에 의하여 장치 선택 라인 상의 장치 선택 지시기(indicator)(여기서는 장치 식별자 또는 장치 번호로 부름)가 오류 
레지스터에 유지되고 있는 장치 번호(즉, 이전 오류로부터 획득된 장치 번호)와 대조될 때까지 판독 또는 기억이 지연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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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 동작의 경우, 프로세스가 선택적으로(optionally) 단계(307)로 진행하고, 단계(307)에서 I/O 장치로 전송하기 
위한 준비로 양호(good) 패리티를 가지는 데이터를 버스 상에 배치시킨다. 이것은 대상 장치가 이전 단계에서 오류가 
발생하여 오류 레지스터에 로그되어 있는 고장 장치가 아니라면 기억 동작이 정상적으로 계속하여 수행되도록 한다. 단
계(307)가 수행되었다면 단계(307)로부터, 그렇지 않으면 프로세스는 단계(306)로부터 단계(308)로 나아가고, 단계
(308)에서는 일단 I/O 장치에 로드 또는 기억 동작을 지시하기 위한 장치 선택 지시기가 사용 가능하게 되면, 장치 선
택 지시기가 PCI 호스트 브리지 내의 오류 레지스터에 로그되었는지를 판단한다.
    

    
장치 선택 지시기가 오류 레지스터에 로그되어 있으면 장치가 이전에 오류 가 발생한 장치임을 나타내므로 프로세스는 
단계(310)로 진행하고, 단계(310)에서 데이터 패리티 오류를 동작 상에 강제로 부여한다. 기억 동작의 경우, 이것은 
버스 상의 패리티를 변경하여 데이터 패리티 오류를 강제로 부여함으로써 달성된다. 로드 동작의 경우, 마치 불량 패리
티가 있는 것처럼 해석될 신호가 PCI 호스트 브리지로 전송될 것이다. 그 다음, PCI 호스트 브리지는 당연히 PCI 버스
를 통해 패리티 오류(PERR)를 I/O 장치로 알릴 것이고, 따라서 장치가 어떠한 판독 부작용도 발생하지 않고 양호한 판
독 동작을 수행하게 된다.
    

    
그 다음 프로세스는 단계(312)로 나아가고, 단계(312)에서 동작을 종료한다. 이것은 하나의 데이터 전송 후에 개시 준
비 신호를 활성화시키고 동작을 종료하는 것에 의하여 달성된다. 불량 데이터 패리티에 의하여 장치는 기억 동작의 경
우 어떠한 불량 데이터도 사용하지 않게 될 것이고, 로드 동작의 경우 어떠한 판독 부작용도 가지지 않게 될 것이다. 따
라서, 동작은 본질적으로 무동작(no-op)이다. 로드 동작 상에서 오류가 프로세서로 리턴될 수 있으며, 프로세서는 오
류를 검출하고, 동작을 수행하는 특정 장치 드라이버 상에 오류를 고정시킨다(pin). 그 다음 장치 드라이버는 PCI 호스
트 브리지의 오류 레지스터 상태를 소거하여 장치가 그 장치에 대한 추가 동작을 허용하도록 한다. 장치 드라이버는 적
절한 소거(clean-up)를 수행하고 재시작된다.
    

    
다시 단계(308)을 참조하면, 장치 선택 지시기가 PCI 호스트 브리지 오류 레지스터 내의 어느 장치 번호와도 일치하지 
않으면, 장치는 이전에 오류가 발생한 장치가 아니였음을 나타내므로 프로세스는 단계(314)로 진행하고, 단계(314)에
서 동작이 계속되도록 허용한다. 이것은 단지 개시 준비 신호를 활성화시키고 동작이 계속하여 수행되도록 허용하는 것
에 의하여 달성된다. 어느 경우에도 계속 수행하기 위하여 개시 준비 신호를 요구하는 로드 동작은 지연 후에 간단하게 
계속될 수 있으며, 양호 패리티를 가지는 데이터가 (선택적으로) 동작을 지연시키는 것에 우선하여 버스 상에 배치되면, 
기억 동작 또한 간단하게 계속될 수 있다.
    

    
단계(304)로 돌아가서, 로드/기억 동작이 수신되는 경우에 오류 레지스터가 소거되면 프로세스는 마찬가지로 단계(3
14)로 진행하고, 단계(314)에서 동작이 정상적으로 계속하여 수행되도록 허용한다. '양호(good)' I/O 장치(오류 레지
스터에 로그되지 않은 것)에 대한 로드/기억 동작의 지연은 오류 레지스터가 리셋될 때까지만 발생한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방법은 정상적인 시스템 동작 상의 성능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고, 단지 오류 복구 동안에만 영향을 끼친다. 프로
세스는 단계(314 또는 312)에서 단계(316)로 나아가고, 단계(316)에서 로드 또는 기억 동작이 추가로 수신될 때까지 
프로세스는 아이들(idle) 상태가 된다.
    

    
도 3b는 본 발명에 따른 이전 단계에서 오류가 발생한 장치에 대하여 로드/기억 동작의 완료를 방지하는 제2 방법에 대
한 프로세스를 나타낸다. 도 3a의 방법은 데이터(또는 적어도 단일(single) 데이터 비트(beat), 나머지는 버림)의 전
송을 허용하지만 데이터 상에 불량 패리티를 강제로 부여한다. 이 방법은 PCI 아키텍쳐 명세(specification)가 장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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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패리티를 갖는 데이터를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기술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결점을 가진다. 바람직한 설계는 
불량 패리티를 가지는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아야 하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PCI 아키텍쳐 명세를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 
도 3b에 도시된 대안 방법은 데이터 상에 불량 패리티를 강제로 부여하는 대신에 데이터 전송용 바이트 인에이블을 0으
로 설정하여 이 한계를 극복한다. 이것은 PCI 아키텍쳐 사양에 명백하게 기술되어 있다는 이점을 가지는데, PCI 아키
텍쳐 사양은 바이트 인에이블이 표명되지(assert) 않은 액세스의 대상이 반드시 어떠한 영구적인 변경(permanent c
hange) 없이 현재 데이터 위상(phase)을 완료해야 함을 기술하고 있다. PCI 아키텍쳐 사양은 판독 트랜잭션 상에서 
데이터 또는 상태(status)가 변경되지 않고, 기록 트랜잭션상에서 데이터가 기억되지 않을 것을 추가로 지시한다.
    

    
도 3b에 도시된 프로세스는 단계(322)에서 시작하고, 단계(322)에서 PCI 버스에 연결된 장치에 대한 로드 또는 기억 
동작을 수신한다. 그 다음에, 프로세스는 단계(324)로 나아가고, 단계(324)에서 PCI 호스트 브리지의 오류 레지스터
가 소거되었는지를 판단한다. 오류 레지스터가 소거되지 않았다면 프로세스는 단계(326)로 진행하고, 단계(326)에서
는 제1 방법에서와 같이 개시 준비 신호를 활성화시키지 않는 것에 의해, 장치 선택 라인이 판독될 때까지 로드 또는 기
억 동작에 해당하는 판독 또는 기록의 완료를 지연시킨다.
    

    
단계(326)부터, 도 3b에 도시된 방법은 로드/기억 동작의 완료 방지를 위하여 사용되는 메커니즘이 장치 번호를 오류 
레지스터와 대조되기 전에 구동된다는 점에서 전술한 방법과는 다르다. 따라서, 프로세스는 단계(328)로 나아가고, 단
계(328)에서 버스 상에 바이트 인에이블을 모두 제로로 하여(즉, 모두 비활성) 배치한다. 이것은 I/O 장치가 기억 동
작시 어떤 데이터도 버스에서 제거하지 않도록 하고, 로드 동작시 결과 판독(resulting read)으로부터 어떠한 부작용
도 가지지 않도록 지시한다.
    

    
그 다음 프로세스는 단계(330)로 나아가고, 단계(330)에서는 장치가 이전에 오류가 발생한 장치이었음을 나타내는, 
PCI 호스트 브리지 상의 오류 레지스터 내에 장치 선택 라인 상의 장치 번호가 포함되는지를 판단한다. 장치 번호가 오
류 레지스터내에 포함된다면, 프로세스는 단계(332)로 진행하고, 단계(332)에서는 위에 기술한 바와 같이 개시 준비 
신호를 활성화시키고 사이클을 종료한다. 따라서, 버스 동작은 본질적으로 무동작이다. 이전에 기술한 바와 같이, 오류
는 프로세서로 리턴되어 운영 체제와 장치 드라이버가 각각 PCI 호스트 브리지 오류 레지스터를 소거하고, 재시작하도
록 허용한다.
    

    
장치 번호가 오류 레지스터에 로그된 장치 식별자와 일치하지 않으면 대신에 프로세스는 단계(334)로 진행하고, 단계
(334)에서 동작을 종료하고 재시작한다. 이것은 개시 준비 신호를 활성화시키고 동작이 계속되도록 하는 것에 의하여 
달성되고(본래 무동작임), 그 다음 제1 어드레스와 유효 바이트 인에이블로 동작을 재시작한다. 그 다음 프로세스는 단
계(336)로 나아가고, 단계(336)에서 프로세스가 정상적으로 계속 수행되도록 한다. 이전의 방법과 같이, 로드/기억 동
작이 수신되는 경우에 오류 레지스터가 소거되면 프로세스는 단계(324)에서 단계(336)로 나아감으로써, 정상적인 동
작 동안에 시스템 성능은 영향을 받지 않으며, 단지 오류 복구동안에만 동작이 지연된다. 프로세스는 단계(332 또는 3
36)로부터 단계(338)로 나아가고, 단계(338)에서 로드/기억 동작이 추가로 수신될 때까지 프로세스가 아이들 상태가 
된다.
    

    
도 3a와 도3b에 도시된 두 개의 선택적인 방법은 장점과 한계를 가진다. 데이터 상에 불량 패리티를 강제로 부여하는 
것은 불필요한 지연없이 오류 레지스터에 로그되지 않은 장치에 대하여 동작이 계속하여 수행되도록 하지만, 불량 데이
터가 이용되지 않을 것이라고는 보증하지는 않는다. 바이트 인에이블을 제로로하는 것은 불량 데이터가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지만, '양호' 장치(오류 레지스터에 로그되지 않은 것들)에 대한 동작이 종료되고 재시작되도록 요구한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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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최적의 방법은 본 발명이 구현되는 특정 환경에 달려 있다.
    

이전 단계에서 오류가 발생한 장치에 대한 로드 및 기억 동작이 완료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 이외에, PCI 호스트 브리지
는 오류 발생 장치로부터의 직접 메모리 액세스(DMA)를 방지하여야 한다. 그것을 하기 위하여, PCI 호스트 브리지는 
중재 레벨을 장치 선택 라인에 결합시키고, 언제나 오류 발생 장치가 버스 허가(GNT) 신호를 수신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위에 기술된 이전 단계에서 오류가 발생한 I/O 장치에 대한 손상을 방지하는 기술은 패리티 오류에 대하여 사용될 뿐만 
아니라, 로드 또는 기억 동작 동안에 PCI 상에서 발견되고 대상 장치로부터 중단된 대상과 같은 특정 장치에 대하여 고
정되는 어떠한 다른 오류에 대해서도 사용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오류가 수신되고 특정 장치로 고정될 수 없다면(어
드레스 패리티 오류 등), 그 다음 오류 레지스터는 PCI 호스트 브리지하의 모든 I/O 장치가 오류를 가진다는 것을 나타
내도록 설정될 수 있으며, 그 장치들에 대한 차후의 모든 로드 또는 기억 동작은 오류로 플래그(flag)될 것이다.
    

    
PCI 버스 상에 발견되는 오류 이외에, 장치에 대한 손상을 방지하는 기술은 PCI 호스트 브리지의 반대쪽의 버스 상의 
오류에 대하여 이용될 수 있다. 오류가 특정 장치에 고정되어 있는 한, 본 발명의 방법은 보다 효과있는 해결책을 제공
할 것이다. 예를 들면, 패리티 오류가 PCI 장치에 대한 기억 동작 상에서 발견되면, PCI 호스트 브리지는 그 불량 패리
티를 PCI 버스 상으로 전달할 것이다. 그 다음에 장치가 장치 선택에 응답하는 경우에, 장치는 또한 패리티 오류 (PER
R) 신호에 응답할 것이다. 그 다음 위에 기술된 방법은 효력을 발생할 것이다.
    

    
본 발명은 PCI 어댑터 하드웨어에 대한 어떠한 변경도 요구하지 않고, 실질적인 프로세서의 시간을 요구하지 않으면서 
이전 단계에서 오류가 발생한 장치에 대한 로드 및 기억 동작의 완료를 방지한다. 본 발명의 방법은 장치에 오류가 발생
되고 오류의 복구가 여전히 완료되지 않았으면(오류 레지스터가 여전히 리셋되지 않으면) 로드/기억 동작을 단지 지연
시키고, 정상적으로 시스템이 동작하는 동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본 발명의 방법은 대상 장치가 이전 단계
에서 오류가 발생한 장치와 같이 동일한 PCI 호스트 브리지 하에 있다 하더라도, 이전 단계에서 오류가 발생한 장치를 
격리시키고, 나머지 장치들이 로드 및 기억 동작을 계속하여 수행하도록 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가 상세히 예시되었지만, 특허 청구 범위에 기재된 본 발명의 특징 및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들 실시예에 대한 다양한 변경이 당업자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른 버스 오류 처리를 위한 방법 및 장치는 강제 불량 데이터 패리티 또는 제로 바이트 인에이블의 사용에 
의하여 이전 단계에서 오류가 발생한 장치의 식별을 통하여 로드 및 기억 동작 동안 버스 오류에 의한 손상을 방지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이전 단계에서 오류가 발생한 장치에 대한 로드 또는 기억 동작의 완료를 방지하는 방법에 있어서,

a) 로드 또는 기억 동작의 수신에 응답하여 오류 레지스터의 상태를 검사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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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오류 레지스터가 리셋되어 있지 않다는 판단에 응답하여, 로드 또는 기억 동작을 수행할 대상 장치에 대한 장치 식
별자가 상기 오류 레지스터와 대조될 때까지 상기 로드 또는 기억 동작을 지연시키는 단계; 및

c) 상기 로드 또는 기억 동작의 대상 장치에 대한 장치 식별자가 상기 오류 레지스터 내에 로그되어 있다는 판단에 응답
하여, 상기 로드 또는 기억 동작이 완료되는 것을 방지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오류 발생 장치의 동작 완료 방지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오류 레지스터의 상태를 검사하는 단계가 호스트 브리지 내의 오류 레지스터의 상태를 검사하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하는 오류 발생 장치의 동작 완료 방지 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로드 또는 기억 동작을 지연시키는 단계는 상기 장치 식별자가 호스트 브리지에 연결된 장치 선
택 라인 상에서 사용 가능하게 될 때까지 상기 로드 또는 기억 동작에 해당하는 판독 또는 기록을 지연시키는 단계를 추
가로 포함하는 오류 발생 장치의 동작 완료 방지 방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로드 또는 기억 동작을 지연시키는 단계가 개시(initiator) 준비 신호를 활성화시키지 않는 단계
를 추가로 포함하는 오류 발생 장치의 동작 완료 방지 방법.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로드 또는 기억 동작이 완료되는 것을 방지하는 단계가 상기 로드 또는 기억 동작 상에 불량 패리
티(bad parity)를 강제로 부여하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하는 오류 발생 장치의 동작 완료 방지 방법.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로드 또는 기억 동작 상에 불량 패리티를 강제로 부여하는 단계가 기억 동작에 대한 버스 상의 데
이터 패리티를 변경하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하는 오류 발생 장치의 동작 완료 방지 방법.

청구항 7.

제5항에 있어서, 상기 로드 또는 기억 동작 상에 불량 패리티를 강제로 부여하는 단계가 로드 동작 중인 장치로 패리티 
오류 신호를 보내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하는 오류 발생 장치의 동작 완료 방지 방법.

청구항 8.

제5항에 있어서, 단일 데이터 비트(beat)를 전송한 후에 상기 로드 또는 기억 동작에 대한 데이터 전송을 종료하는 단
계를 추가로 포함하는 오류 발생 장치의 동작 완료 방지 방법.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로드 또는 기억 동작이 완료되는 것을 방지하는 단계가 버스상에 상기 로드 또는 기억 동작에 대
한 바이트 인에이블(byte enable)을 모두 제로(zero)로 하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하는 오류 발생 장치의 동작 완료 방
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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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로드 또는 기억 동작을 종료하고 재시작하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하는 오류 발생 장치의 동작 완
료 방지 방법.

청구항 11.

제1항에 있어서, 버스 상에서 오류가 검출되면, 상기 오류가 오류 레지스터에 존재하는 경우 장치 선택 라인에 의거하
여 장치 식별자를 로그하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하는 오류 발생 장치의 동작 완료 방지 방법.

청구항 1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로드 또는 기억 동작의 대상 장치에 대한 장치 식별자가 상기 오류 레지스터 내에 로그되어 있지 
않다는 판단에 응답하여, 상기 로드 또는 기억 동작이 계속 수행되도록 하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하는 오류 발생 장치의 
동작 완료 방지 방법.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로드 또는 기억 동작이 계속 수행되도록 하는 단계가

기억 동작에 대한 버스 상의 데이터 패리티를 변경하지 않는 단계; 및

개시 준비 신호를 활성화시키는 단계

를 추가로 포함하는 오류 발생 장치의 동작 완료 방지 방법.

청구항 1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오류 레지스터가 리셋되어 있다는 판단에 응답하여, 상기 로드 또는 기억 동작이 계속 수행되도
록 하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하는 오류 발생 장치의 동작 완료 방지 방법.

청구항 15.

이전 단계에서 오류가 발생한 장치에 대한 로드 또는 기억 동작의 완료를 방지하는 메커니즘에 있어서,

a) 버스를 데이터 처리 시스템의 나머지(remainder)에 연결하는 호스트 브리지;

b) 상기 호스트 브리지에 연결된 장치 선택 라인; 및

c) 오류가 상기 버스 상에서 검출되는 경우 상기 장치 선택 라인 상의 장치 식별자를 로그하는 오류 레지스터

를 포함하고,

상기 호스트 브리지는

i) 로드 또는 기억 동작의 수신에 응답하여, 오류 레지스터의 상태를 검사하는 수단;

ii) 상기 오류 레지스터가 리셋되지 않다는 판단에 응답하여, 상기 로드 또는 기억 동작의 대상 장치에 대한 장치 식별
자가 상기 오류 레지스터와 대조될 때까지 상기 로드 또는 기억 동작을 지연시키는 수단;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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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상기 로드 또는 기억 동작의 대상 장치에 대한 장치 식별자가 상기 오류 레지스터 내에 로그되어 있다는 판단에 응
답하여, 상기 로드 또는 기억 동작이 완료되는 것을 방지하는 수단

을 포함하는

오류 발생 장치의 동작 완료 방지 메커니즘.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오류 레지스터가 상기 호스트 브리지 내에 포함되어 있는 오류 발생 장치의 동작 완료 방지 메
커니즘.

청구항 17.

삭제

청구항 18.

삭제

청구항 19.

삭제

청구항 20.

삭제

청구항 21.

삭제

청구항 22.

삭제

청구항 23.

삭제

청구항 24.

삭제

청구항 25.

삭제

청구항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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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청구항 27.

삭제

청구항 28.

삭제

도면
도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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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

도면 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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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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