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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화상표시용의 프레임버퍼 메모리로서 데이타를 처리하는 CPU의 주메모리의 일부를 사용하는 통합화메모리방식을 

사용하는 데이타 프로세서 및 그래픽 프로세서에 관한 것으로서, 표시용 프레임버퍼로서 주메모리의 일부를 사용하는

것에 의한 데이타 프로세서의 처리성능의 열화를 경감하기 위해, CPU버스(310)에서 메모리(200)의 액세스요구가 발

생하면 메모리 컨트롤러(400)은 일단 이것을 유지하여 표시 컨트롤러(560)에 실행중인 메모리(200)의 액세스의 정

지를 요구하고, 메모리(200)에서 이미 이루어진 액세스에 대한 데이타가 전송되면 이것을 유지하여 메모리(200)에 

유지된 CPU버스(310)으로 부터의 액세스요구를 전송하고, CPU버스(310)으로 부터의 액세스가 종료하면 표시 컨트

롤러(560)에 정지시키고 있는 액세스를 재개시킴과 동시에 유지한 데이타를 수신한다.

이것에 의해, 프로세서 전체의 처리성능의 열화를 저감할 수 있고, 그래픽 메모리를 효율좋게 액세스하는 것이 가능

하게 되며, 그래픽 표시처리의 고속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효과가 얻어진다.

대표도

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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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제1 실시예에 관한 데이타 프로세서의 구성을 도시한 블럭도,

도 2는 제1 실시예에 관한 CPU인터페이스회로의 구성을 도시한 블럭도,

도 3은 제1 실시예에 관한 메모리 인터페이스회로의 구성을 도시한 블럭도,

도 4는 제1 실시예에 관한 메모리버스 제어회로의 구성을 도시한 블럭도,

도 5는 제1 실시예에 관한 CPU액세스버퍼의 구성을 도시한 블럭도,

도 6은 제1 실시예에 관한 CPU버스용 액세스길이 계산회로의 구성을 도시한 블럭도,

도 7은 제1 실시예에 관한 내부버스용 액세스 카운터의 구성을 도시한 블럭도.

도 8은 제1 실시예에 관한 내부버스용 액세스길이 계산회로의 구성을 도시한 블럭도,

도 9는 제1 실시예에 관한 정지판정회로의 구성을 도시한 블럭도,

도 10은 제1 실시예에 관한 리드용 정지판정회로의 구성을 도시한 블럭도,

도 11은 제1 실시예에 관한 라이트용 정지판정회로의 구성을 도시한 블럭도,

도 12는 제1 실시예에 관한 전환신호 발생회로의 구성을 도시한 블럭도,

도 13은 제1 실시예에 관한 정지처리회로의 구성을 도시한 블럭도,

도 14는 제1 실시예에 관한 재개처리회로의 구성을 도시한 블럭도,

도 15는 제1 실시예에 관한 유지버퍼의 구성을 도시한 블럭도,

도 16은 제1 실시예의 동작예를 도시한 타이밍도,

도 17은 제1 실시예의 동작예를 도시한 타이밍도,

도 18은 제1 실시예에 관한 CPU인터페이스회로의 제2 구성을 도시한 블럭도,

도 19는 제2 실시예에 관한 데이타 프로세서의 구성을 도시한 블럭도,

도 20은 제2 실시예에 관한 메모리 인터페이스회로의 구성을 도시한 블럭도,

도 21은 제3 실시예에 관한 데이타 프로세서의 구성을 도시한 블럭도,

도 22는 제3 실시예에 관한 메모리버스 제어회로의 구성을 도시한 블럭도,

도 23은 제3 실시예에 관한 정지판정회로와 구성을 도시한 블럭도,

도 24는 제2 실시예에 관한 리드용 정지판정회로의 구성을 도시한 블럭도,

도 25는 제3 실시예에 관한 정지처리회로의 구성을 도시한 블럭도,

도 26은 제3 실시예의 동작예를 도시한 타이밍도,

도 27은 제4 실시예에 관한 데이타 프로세서의 구성을 도시한 블럭도,

도 28은 제4 실시예에 관한 압축복원회로의 구성을 도시한 블럭도,

도 29는 제4 실시예에 관한 압축회로의 구성을 도시한 블럭도,

도 30은 제4 실시예에 관한 압축처리회로의 구성을 도시한 블럭도,

도 31은 제4 실시예에 관한 비교데이타 작성회로의 구성을 도시한 도면,

도 32는 제4 실시예에 관한 보조색 작성회로의 구성을 도시한 블럭도,

도 33은 제4 실시예에 관한 복원회로의 구성을 도시한 블럭도,

도 34는 제4 실시예에 관한 복원처리회로의 구성을 도시한 블럭도,

도 35는 제4 실시예에 관한 처리회로의 구성을 도시한 블럭도,

도 36은 제4 실시예에 관한 비교데이타 작성회로의 제2 구성을 도시한 블럭도,

도 37은 제4 실시예에 관한 비교데이타 작성회로의 제3 구성을 도시한 블럭도,

도 38은 제4 실시예에 관한 보조색 작성회로의 제2 구성을 도시한 블럭도,

도 39는 제4 실시예에 관한 보조색 작성회로의 제3 구성을 도시한 블럭도,

도 40은 제4 실시예에 관한 처리회로의 제2 구성을 도시한 블럭도,

도 41은 제4 실시예에 관한 압축처리회로의 제2 구성을 도시한 블럭도,

도 42는 본 발명의 위치 실시예에 관한 데이타 프로세서 구성도,

도 43은 그래픽 프로세서의 단자기능의 설명도,

도 44는 그래픽 프로세서의 묘화커맨드의 설명도,

도 45는 그래픽 프로세서의 레지스터기능의 설명도,

도 46은 CPUFIFO의 기능의 설명도,

도 47은 묘화용 캐시(3)의 기능의 설명도,

도 48은 CPU의 어드레스맵핑의 설명도,

도 49는 표시 컨트롤러의 블럭도,

도 50은 그래픽메모리로의 액세스와 표시버퍼의 제어의 1예를 도시한 타이밍도,

도 51은 그래픽메모리로의 액세스와 표시버퍼의 제어의 다른 예를 도시한 타이밍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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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화상표시용의 프레임버퍼 메모리로서 데이타를 처리하는 CPU의 주메모리의 일부를 사용하는 통합화메모

리방식(UMA:Unified Memory Architecture)을 사용하는 데이타 프로세서 및 그래픽 프로세서에 관한 것이다.

통합화메모리방식을 채용한 종래의 데이타 프로세서의 기술로서는 일본국 특허공개공보 평성4-84192호에 기재된 

기술이 알려져 있다.

이 기술에서는 CPU와 주메모리 사이에서 전송되는 데이타를 일단 버퍼링하는 메모리를 마련하는 것에 의해, 주메모

리가 CPU의 액세스에 의해 점유되는 것을 방지하고 표시유닛으로의 표시를 제어하는 표시 컨트롤러가 표시를 위해 

주 메모리에서 데이타를 리드하는 기간을 확보하고 있다.

또, 통합화메모리방식을 채용한 종래의 데이타 프로세서의 기술로서는 프레임메모리 이외에 3차원 그래픽에 필요한 

Z버퍼나 텍스처 메모리로서 주메모리의 일부를 사용하고, 3차원 그래픽처리를 실행하는 렌더링(rendering) 프로세서

나 지오메트릭(geometric) 프로세서가 이것을 액세스하도록 구성한 장치도 알려져 있다.

또, 고속으로 그래픽을 처리하는 프로세서로서 「3차원CG묘화LSI-퍼스널 컴퓨터에 의해 실현된 30만폴리곤/초-(닛

케이 일렉트로닉스, No. 640, 1995. 7. 17, pp 109-120)」에 기재된 예(인용예 1)가 있다. 이 프로세서에는 프로세

서전용 메모리로서 텍스처용 메모리, 프레임버퍼용 메모리, 로컬용 메모리의 3종류가 마련되어 있다. 이 기술은 성능

향상면에서는 유리하지만, 메모리가 여러개 필요하므로 개인용 휴대기기 등의 소형이고 저렴한 장치에는 적합하지 

않다.

한편, 그래픽정보를 통합화하고 인용예 1에 비해 메모리의 갯수를 저감할 수 있는 예로서는 일본국 특허공개공보 평

성5-257793호(인용예 2)가 있다. 이 그래픽시스템은 CPU의 주메모리내에 CPU의 프로그램, 텍스처데이타, 프레임 

버퍼 등을 통합해서 갖는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상기한 종래의 각 기술에 의하면, CPU의 주메모리로의 액세스가 표시 컨트롤러나 렌더링 프로세서에 의해 실행중인 

주메모리로의 액세스를 위해 대기하게 되어 장치전체의 처리성능이 열화하게 된다는 문제가 있었다. 또, CPU의 주메

모리로의 액세스가 대기하게 되는 기간이 표시 컨트롤러나 렌더링 프로세서에 의해 실행된 액세스에 의존하게 되므

로, CPU의 주메모리로의 액세스가 대기하게 되는 기간을 미리 파악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종래의 기술에 의하면 장

치전체의 처리성능의 열화를 일정한도 이하로 보증할 수 없다.

또, 상기한 종래기술에 있어서는 데이타 프로세서가 메모리의 액세스성능이 수백MB/s인 충분히 고속인 메모리시스

템을 구비하고, 표시데이타의 리드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실현의 전제로 된다. 이것은 고가인 메모리시

스템을 필요로 하여 소형화, 저가격화의 방해로 된다.

인용예 2의 구성에 있어서도 저렴한 메모리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에 의해 메모리의 액세스성능이 저하되면, 동화상에

필요한 표시데이타의 리드시간의 확보를 위해 표시 이외의 묘화나 CPU액세스의 조정이 필요하게 된다. CPU로 부터

의 라이트 액세스의 시간은 데이타량에 따라 변화하지만, 고속그래픽을 위한 시간당의 데이타량은 증대하여 1화면당 

액세스시간도 길어진다.

이 때문에, 메모리통합식에서는 표시액세스를 우선한다. 그러나, 그래픽메모리에서 묘화데이타를 리드(이하, 표시액

세스라 한다)하기 위한 액세스요구가 발행되어도, CPU등에 의해 다른 액세스가 실행되고 있으면 그것이 종료할 때까

지 상기 액세스요구가 대기되게 되고, 그 기간동안에 표시버퍼의 데이타가 비게되므로 동화상의 표시화면이 흐트러

지게 된다. 따라서, 충분한 표시액세스시간을 확보해서 표시버퍼의 데이타 축적량을 높여 동화상의 화질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종래의 표시액세스 우선방식에서는 그래픽메모리의 액세스효율이 저하하므로, CPU에 의한 고속그래

픽의 처리가 곤란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CPU에는 출력데이타를 전송하기 위한 캐시메모리가 내장되어 있고 그 캐시방식에 따라 메모리 액세스

의 타이밍이 변화하다. 예를 들면, 라이트스루(write through)방식은 1워드만을 전송하는 것이다. 한편, 여러개의 워

드를 연속해서 전송하는 카피백방식은 묘화절차정보(이하, 묘화커맨드라 한다)를 일괄해서 전송할 수 있으므로, 액세

스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액세스시간이 긴 라이트스루방식에 있어서는 충분한 표시액세스시간이

확보된다. 즉, 캐시방식의 차이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져 있지 않으므로, 메모리의 액세스효율이 저하 하고 카피백방

식에 의해 실행가능한 고속의 그래픽표시가 희생되었다.

본 발명의 제1 목적은 통합화메모리방식을 사용해서 프로세서 전체의 처리성능의 열화를 저감하는 데이타 프로세서

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제2 목적은 CPU와 그래픽 프로세서의 쌍방에서 액세스되는 1개의 그래픽메모리를 사용하는 경우에 CPU

의 캐시방식에 따라서 1회의 표시액세스의 연속시간을 최적화하여 메모리의 액세스효율을 높이고 고속의 그래픽표

시를 실현하는 데이타 프로세서와 그 그래픽 프로세서를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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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1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본 발명은 예를 들면 CPU, 주메모리 및 표시유닛으로의 표시를 제어하는 표시 컨

트롤러를 구비하고, 표시 컨트롤러에 의해 리드되어 표시유닛에 표시되는 표시데이타를 저장하는 프레임버퍼로서 주

메모리의 저장영역의 일부를 사용하는 데이타 프로세서로서, 데이타 프로세서가 주 메모리에 접속된 메모리버스, CP

U에 접속된 CPU버스 및 표시 컨트롤러에 접속된 로컬버스에 접속하고, CPU버스와 메모리버스 사이에서의 주메모

리로 CPU의 메모리 액세스 시퀀스의 중계를 실행하고, 주메모리로 로컬버스와 메모리버스 사이에서의 표시 컨트롤

러의 메모리 액세스 시퀀스의 중계를 실행하는 메모리 컨트롤러를 구비하고, 메모리 컨트롤러는 CPU버스와 메모리

버스 사이에서의 메모리 액세스 시퀀스의 중계를 로컬버스와 메모리버스 사이에서의 메모리 액세스 시퀀스의 중계에

우선해서 실행하고, CPU버스의 스루풋에 의해 제한되는 최대빈도로 CPU에 의해 주메모리로의 메모리 액세스가 발

생한 경우라도, 표시유닛으로의 표시에 필요한 주메모리로의 표시 컨트롤러의 메모리 액세스의 빈도가 확보되도록, 

상기 메모리버스의 스루풋이 상기 CPU버스의 스루풋보다 큰 값으로 설정한다.

이와 같은 구성에 의하면, CPU버스와 메모리버스 사이에서의 메모리 액세스 시퀀스의 중계를 로컬버스와 메모리버

스 사이에서의 메모리 액세스 시퀀스의 중계에 우선해서 실행하는 것에 의해 CPU의 주메모리로 CPU에 의한 액세스

대기에 따른 성능열화를 방지함과 동시에, CPU버스와 메모리버스의 스루풋을 상기와 같이 설정하는 것에 의해 표시 

컨트롤러에 의한 표시가 지장없이 실행되는 것을 보증할 수 있다.

또, 상기 제1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본 발명은 예를 들면 CPU, 주메모리 및 표시유닛으로의 표시를 제어하는 표시

컨트롤러를 구비하고, 표시 컨트롤러에 의해 리드되어 표시유닛에 표시되는 표시데이타를 저장하는 프레임버퍼로서 

주메모리의 저장영역의 일부를 사용하는 데이타 프로세서로서, 데이타 프로세서가 주메모리에 접속된 메모리버스, C

PU에 접속된 CPU버스 및 표시 컨트롤러에 접속된 로컬버스에 접속하고, CPU버스와 메모리버스 사이에서의 주메모

리로 CPU의 메모리 액세스 시퀀스의 중계를 실행하고, 주메모리 로컬버스와 메모리버스 사이에서의 표시 컨트롤러

의 메모리 액세스 시퀀스의 중계를 실행하는 메모리 컨트롤러를 구비하고, 메모리 컨트롤러는 표시 컨트롤러에 의한 

메모리버스로의 메모리 액세스 시퀀스의 중계중에 주메모리로 CPU의 메모리 액세스 시퀀스가 상기 CPU버스상에서

개시된 경우에 표시 컨트롤러의 주메모리로의 메모리 액세스 시퀀스의 실행을 동결시키고, 주메모리로 CPU의 메모

리 액세스 시퀀스의 종료후에 표시 컨트롤러에 의한 주메모리 로의 메모리 액세스 시퀀스의 실행의 동결을 해제하고,

메모리 액세스 시퀀스의 미실행 부분을 실행시키는 수단을 갖는다.

이와 같은 구성에 의하면, 주메모리로 CPU에 의한 액세스가 발생한 경우, 표시 컨트롤러의 액세스를 동결시키는 것

에 의해 CPU의 주메모리로의 액세스 대기를 동결처리에 필요한 사이클 이하로 확보할 수 있음과 동시에, 중단된 표

시 컨트롤러에 의한 주메모리로의 액세스의 동결을 해제하는 것에 의해 동결을 해제한 시점에서부터 액세스를 재개

시킬 수 있다. 따라서, 표시 컨트롤러의 주메모리로의 액세스효율의 열화를 저감시킬 수 있다.

상기 제2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의 데이타 프로세서는 표시해야할 그래픽도형의 종류나 정점파라미터 등으로

구성되는 묘화절차정보(묘화커맨드)를 생성하는 CPU, 이 CPU에서 라이트되는(라이트 액세스) 묘화절차정보나 표시

유닛으로 출력하는 묘화데이타(비트맵정보)를 저장하는 메모리 및 묘화절차정보에 대해 묘화액세스를 실행하고 메모

리에 묘화데이타를 저장하고 또 묘화데이타를 표시유닛으로 출력하는 표시리드(표시액세스)를 실행하는 그래픽 프로

세서를 구비하고, 또 그래픽 프로세서는 CPU에 구비된 메모리로 데이타를 전송하는 캐시메모리의 캐시방식에 따라

서 메모리에 대한 표시리드 타이밍을 변화시킨다.

그래픽 프로세서는 캐시방식이 메모리에 대해서 여러개의 워드의 데이타를 연속해서 전송하는 방식인지 또는 데이타

를 1워드마다 전송하는 방식인지를 나타내는 캐시방식정보가 CPU에서 부여되고, 전자의 경우는 후자에 비해 1회의 

표시리드의 연속시간을 짧게 한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의 그래픽 프로세서는 표시해야할 그래픽도형의 종류나 정점파라미터 등으로 구

성되는 묘화절차정보(묘화커맨드)의 저장영역 및 표시유닛으로 출력되는 비트맵정보를 저장하는 영역을 갖는 그래픽

메모리로 상기 비트맵정보를 생성하기 위한 묘화액세스 및 표시유닛에 표시데이타를 표시 위한 표시액세스를 실행하

고, 또 그래픽 메모리에 대한 묘화절차정보의 라이트 액세스가 여러개의 워드의 데이타를 연속어드레스로 전송하는 

방식인지 또는 데이타를 1워드마다 전송하는 방식인지를 나타내는 전송방식정보가 설정되고, 전자의 경우는 후자에 

비해 1회의 상기 표시액세스의 연속시간을 짧게 한다.

또, 그래픽 프로세서는 묘화액세스를 실행하는 묘화유닛, 표시액세스를 실행하는 표시 컨트롤러, CPU에서 전송된 데

이타를 수신하고 라이트 액세스를 실행하는 인터페이스수단, 그들의 메모리 액세스요구를 수신하고 표시액세스를 우

선하도록 제어하는 메모리 컨트롤러수단을 구비하고, 묘화절차정보를 전송하는 CPU의 캐시방식에 의해 전송방식정

보를 설정하고, 캐시방식이 카피백방식인 경우에는 라이트스루방식에 비해 1회의 표시액세스의 연속시간을 짧게 한

다.

또, 그래픽 프로세서는 표시액세스에 의해 그래픽메모리에서 리드된 비트맵정보를 일시 저장하고 표시유닛의 타이밍

에 따라 출력하는 표시버퍼를 구비하고, 1회의 표시액세스에 의한 연속워드수를 표시버퍼의 유지데이타수의 최대값

으로 하고, 표시액세스의 요구가 발행된 타이밍을 유지데이타수 미만의 스레쉬홀드 값으로 하고, 이들 최대값과 스레

쉬홀드값을 전송방식정보에 따라 변화시킨다.

상기한 본 발명의 구성에 의하면, CPU가 카피백방식인 경우에는 CPU에 의한 그래픽메모리로의 데이타 라이트가 연

속어드레스로 되므로, 동일 데이타량에 대한 라이트 액세스시간이 짧아진다. 따라서, 표시액세스의 우선권 확보를 위

한 여유시간이 짧아진 시간만큼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1회의 라이트 액세스시간과 표시액세스 시간을 라이트스루방

식인 경우에 비해 단축할 수 있으므로, 메모리의 액세스효율이 높아져 고속의 그래픽처리가 가능하게 된다. 즉, CPU

측의 고속 카피백방식에 의해 묘화데이타의 라이트 액세스를 실행하는 것에 추종해서 고속의 묘화처리를 실행할 수 

있다.

이하, 본 발명에 관한 데이타 프로세서의 실시예에 대해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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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도시한 데이타 프로세서는 퍼스널 컴퓨터 등의 전자계산기나 게임기에 적용할 수 있다.

우선, 제1 실시예에 대해서 설명한다.

도 1에 본 실시예에 관한 데이타 프로세서의 구성을 도시한다.

도 1에 있어서, (100)은 CPU, (115)는 CRT, (120)은 메모리, (140)은 메모리 컨트롤러, (150)은 CPU인터페이스회

로, (151)은 내부버스 조정회로, (152)는 메모리 인터페이스회로, (155)는 DAC, (156)은 표시 컨트롤러, (157)은 렌

더링 프로세서, (170)은 메모리버스 제어회로, (180)은 유지버퍼, (101)은 버스브리지, (102)는 시스템버스, (103)은 

I/O장치, (104)는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105)는 CD-ROM 드라이브, (106)은 키보드, 마우스, 입력타블릿이나 조이

스틱 등의 입력장치이다.

CPU버스(131), 메모리버스(135), 내부버스(153) 및 시스템버스(102)는 각각 어드레스버스와 데이타버스를 포함한

다. 또, 메모리(120)의 저장공간은 CPU(100)이 동작하기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과 데이타를 CD-ROM드라이브(105)

나 하드디스크 드라이브(104)에서 버스브리지(101)을 거쳐 로드하거나 CPU(100)이 작업영역으로서 사용하는 저장

공간인 주메모리(121)과 CRT(115)에 표시되는 표시데이타를 저장하는 저장공간인 프레임버퍼(122)로 분할되어 있

다.

이와 같은 구성에 있어서, CPU(100)은 주메모리(121)을 액세스하면서 입력장치(106)으로 부터의 입력등에 따라 데

이타처리를 실행하고, CRT(115)에 표시되는 표시데이타를 프레임버퍼(122)에 저장한다. 또, 렌더링 프로세서(157)

도 주 메모리(121)에 저장된 텍스처 데이타를 액세스하면서 렌더링처리를 실행하고, CRT(115)에 표시하는 표시이타

를 프레임버퍼(122)에 저장한다. 프레임버퍼(122)에 저장된 표시데이타는 표시 컨트롤러(156)에 리드되어 CRT(115

)에 표시된다.

이하, 본 데이타 프로세서의 동작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한다.

또한, 이하의 설명에서는 CPU버스(131)은 버스폭 32비트, 주파수 33MHz로 동작하고, 메모리버스(135)는 버스폭 3

2비트, 주파수 66MHz로 동작하는 것으로 해서 설명한다.

[1] 우선, 메모리버스(135)가 무효인 메모리 액세스를 실행할 때 CPU(100)이 주메모리(121)을 액세스하는 경우의 

동작에 대해서 설명한다.

이 경우, CPU(100)에 내장된 캐시메모리의 캐시미스등에 의해 CPU(100)이 주메모리(121)을 리드하는 것이 필요하

게 되면, CPU(100)은 리드요구를 CPU 버스(131)로 출력한다. 메모리 컨트롤러(140)은 CPU버스(131)에서 리드요

구를 리드하고, CPU인터페이스회로(150)을 경유해서 메모리 인터페이스회로(152)로 전송한 다.

메모리 인터페이스회로(152)는 메모리버스 제어회로(170)에서 출력된 전환 신호(175)가 '1'로 될 때까지 CPU(100)

으로 부터의 리드요구를 일시 유지한다. 한편, CPU버스(131)로 출력된 리드요구는 CPU버스제어신호(132)로서 메

모리버스 제어회로(170)에도 입력된다. CPU버스 제어신호(132)가 입력되면, 메모리버스 제어회로(170)은 전환신호

(175)를 '1'로 해서 출력하고, 메모리버스(135)를 CPU(100)의 액세스용으로 사용하게 한다. 또, 메모리버스 제어회

로(170)은 CPU버스 액세스유효신호(172)를 '1'로 해서 내부버스 조정회로(151)로 출력하고, CPU(100)의 액세스가 

종료할 때까지 내부버스(153)으로 부터의 액세스가 실행되지 않게 한다.

전환신호(175)가 '1'로 되면 메모리 인터페이스회로(152)는 일시 유지하고 있던 CPU(100)으로 부터의 리드요구를 

메모리버스(135)를 경유해서 메모리(120)으로 출력한다. 메모리(120)내의 주메모리(121)에서 해당 데이타가 리드되

면, 메모리버스(135)와 메모리 인터페이스회로(152)를 경유해서 CPU인터페이스회로(150)으로 전송된다. CPU인터

페이스회로(150)은 CPU버스(131)과 동기하여 리드된 데이타를 CPU버스(131)을 경유해서 CPU(100)으로 출력한다

.

CPU(100)에 의한 주메모리(121)로의 리드 액세스가 종료된 후, 메모리버스 제어회로(170)은 CPU버스 액세스유효

신호(172)를 '0'으로 하고 전환신호(175)를 '0'으로 해서, 내부버스(153)에서 메모리버스(135)로의 액세스를 허가한

다.

CPU(100)에서 주메모리(121)로의 라이트 액세스가 발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 로 CPU(100)은 라이트요구와 라이트

데이타를 CPU버스(131)로 출력한다. 메모리 컨트롤러(140)은 CPU버스(131)을 경유해서 라이트요구와 라이트 데이

타를 리드하고, CPU인터페이스회로(150)을 경유해서 메모리 인터페이스회로(152)로 전송한다. 메모리 인터페이스

회로(152)는 메모리버스 제어회로(170)에서 출력되는 전환신호(175)가 '1'로 될 때까지 CPU(100)로 부터의 라이트

요구와 라이트 데이타를 일시 유지한다. 한편, CPU버스(131)로 출력된 라이트요구는 CPU버스 제어신호(132)로서 

메모리버스 제어회로(170)에도 입력된다. 메모리버스 제어회로(170)은 CPU버스 제어신호(132)가 입력되면 전환신

호(175)를 '1'로 해서 출력하고, 메모리버스(135)를 CPU(100)의 액세스용으로 사용하게 한다. 또, 메모리버스 제어

회로(170)은 CPU버스 액세스유효신호(172)를 '1'로 해서 내부버스 조정회로(151)로 출력하고, CPU(100)의 액세스

가 종료할 때까지 내부버스(153)으로 부터의 액세스가 실행되지 않게 한다.

메모리 인터페이스회로(152)는 전환신호(175)가 '1'로 되면 일시 유지하고 있는 CPU(100)으로 부터의 라이트요구와

라이트 데이타를 메모리버스(135)를 경유해서 메모리(120)으로 출력한다. 또, CPU(100)에 의한 주메모리(121)로의

라이트 액세스가 종료된 후, 메모리버스 제어회로(170)은 CPU버스 액세스유효신호(172)를 '0'으로 하고 전환신호(1

75)를 '0'으로 해서, 내부버스(153)에서 메모리버스(135)로의 액세스를 허가한다.

[2] 메모리버스(135)가 무효인 메모리 액세스를 실행할 때(메모리버스(135)가 메모리 액세스를 위해 사용되고 있지 

않을 때), 표시 컨트롤러(156) 또는 렌더 링 프로세서(157)이 프레임버퍼(122)를 액세스하는 경우의 동작에 대해서 

설명한다.

이 경우, 표시 컨트롤러(156)이 프레임버퍼(122)로 액세스(리드만)하는 경우에는 우선 내부버스 조정회로(151)로의 

신호reqA를 '1'로 해서 출력하고 액세스허가를 요구한다. CPU버스 액세스유효신호(172)가 '0'이면 내부버스 조정회

로(151)은 ackA를 '1'로 하고 표시 컨트롤러(156)으로의 액세스를 허가한다. 표시 컨트롤러(156)은 ackA가 '1'로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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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리드커맨드, 리드 어드레스 및 요구데이타수로 이루어지는 리드요구를 내부버스(153)으로 출력한다. CPU(100)의

액세스가 없는 경우에는 전환신호(175)가 '0'으로 되므로, 내부버스(153)으로 출력된 리드요구는 메모리 인터페이스

회로(152)와 메모리버스(135)를 경유해서 메모리(120)으로 출력된다.

메모리(120)내의 프레임버퍼(122)에서 해당 데이타가 리드되면, 메모리버스(135), 메모리 인터페이스회로(152) 및 

내부버스(153)을 경유해서 표시 컨트롤러(156)으로 전송된다. 표시 컨트롤러(156)가 액세스를 종료하면, reqA를 '0'

으로 해서 액세스종료를 내부버스 조정회로(151)로 통지하고, 내부버스 조정회로(151)은 ackA를 '0'으로 설정한다.

표시 컨트롤러(156)이 프레임버퍼(122)에서 리드한 데이타는 DAC(155)를 경유해서 CRT(115)로 출력된다.

여기에서, 렌더링 프로세서(157)에서 메모리(120)으로의 액세스는 리드/라이트의 양쪽을 포함한다. 리드시의 처리는

표시 컨트롤러(156)과 동일하다.

한편, 렌더링 프로세서(157)이 메모리(120)으로 라이트 액세스를 하는 경우에는 내부버스 조정회로(151)로 reqB를 '

1'로 해서 출력하고, 내부버스 조정회로(151)이 ackB를 '1'로 하는 경우에 라이트 커맨드, 라이트 어드레스 및 요구데

이타의 수로 이루어지는 라이트요구와 라이트 데이타를 내부버스(153)으로 출력한다. 전환신호(175)는 CPU(100)의

액세스가 없는 경우에는 '0'으로 되므로, 내부버스(153)으로 출력된 라이트요구는 메모리 인터페이스회로(152), 메모

리버스(135)를 경유해서 메모리(120)으로 출력된다. 렌더링 프로세서(157)이 액세스를 종료하면 reqB를 '0'으로 해

서 내부버스 조정회로(151)로 액세스종료를 통지하고, 내부버스 조정회로(151)은 ackB를 '0'으로 한다.

또한, 내부버스 조정회로(151)은 ackA, ackB를 사용해서 렌더링 프로세서(157)과 표시 컨트롤러(156)의 내부버스(

153)으로의 액세스의 가부를 제어하는 것에 의해 양자의 내부버스(153)의 사용을 조정한다.

[3] 메모리버스(135)가 CPU(100)으로 부터의 액세스를 실행하고 있을 때 내부버스(153)에서 액세스요구가 출력되

는 경우의 동작에 대해서 설명한다.

이 경우에는 CPU버스 액세스유효신호(172)가 '1'로 되어 있고, CPU버스 액세스유효신호(172)가 '0'으로 될 때까지 

내부버스(153)으로 부터의 액세스는 실행되지 않는다.

[4] 메모리버스(135)가 내부버스(153)으로 부터의 액세스를 실행하고 있을 때 CPU (100)으로 부터의 액세스요구가

있는 경우의 동작

이 경우에는 메모리버스(135)가 렌더링 프로세서(157)의 메모리(120)으로의 액세스를 실행하고 있을 때 CPU(100)

으로 부터의 액세스요구가 발생한 것으로 한다.

우선, 렌더링 프로세서(157)에 의한 리드 액세스 실행중에 CPU(100)으로부터 액세스요구(리드요구 또는 라이트요

구)가 있는 경우의 동작에 대해서 설명한다. CPU(100)에서 액세스요구가 출력되면 CPU버스 제어신호(132)가 메모

리버스 제어회로(170)에 입력된다. 메모리버스 제어회로(170)에서는 상술한 메모리 버스(135)가 무효인 메모리 액세

스를 실행할 때의 동작과 동일한 타이밍에서 전환신호(175)를 '1'로 하고 CPU(100)으로 부터의 액세스를 실행가능

하게 한다. 그러나, 현재 실행중인 렌더링 프로세서(157)의 액세스실행이 전환신호(175)가 '1'로 될 때까지 종료하지 

않는 경우에는 메모리버스 제어회로(170)은 전환신호(175)를 '1'로 하기 전에 정지신호(173)을 '1'로 하고 현재 실행

중인 액세스를 중단하는 것을 렌더링 프로세서(157)로 통지한다.

여기에서, 리드 액세스시에는 리드요구에 대한 리드데이타가 메모리(120)에서 지연해서 전송되어 오므로, 정지신호(

173)이 '1'로 된 후에도 정지신호(173)이 '0' 인 동안에는 렌더링 프로세서(157)에서 출력된 리드요구에 대한 리드데

이타가 메모리(120)에서 메모리버스(135), 메모리 인터페이스회로(152)를 경유해서 전송되어 온다. 또, 정지신호(17

3)이 '1'로 되기 전에 메모리(120)으로 발행된 리드요구에 대해서 정지신호(173)이 '1'로 된 후에 전송되는 리드데이

타의 수는 리드요구가 메모리(120)으로 발행된 타이밍과 CPU(100)으로 부터의 액세스 요구 타이밍에 따라 다르다. 

따라서, 메모리버스 제어회로(170)은 CPU버스 제어신호(132)와 내부버스 제어신호(154)에 따라서 정지신호(173)이

'1'로 된 후에 리드 데이타가 전송되어 오는 타이밍에서 푸시신호를 출력한다. 그리고, 유지버퍼(180)은 푸시신호에 

따라서 전송되어 오는 리드데이타를 유지한다. 또한, 유지 버퍼(180)은 메모리(120)으로 발행된 리드요구도 유지하

게 되어 있다.

그리고, 메모리(120)에서 전송된 데이타가 유지버퍼(180)에 저장되면, 메모리버스 제어회로(170)은 실행중인 액세

스를 중단하고 메모리(120)을 프리차지하기 위한 제어신호를 내부버스 제어신호(154)로서 내부버스(153), 메모리 인

터페이스회로(152) 및 메모리버스(135)를 경유해서 메모리(120)으로 출력한다. 그 후, 메모리버스 제어회로(170)은 

전환신호(175)를 '1'로 하고 CPU(100)의 액세스를 실행 가능하게 한다. CPU(100)가 액세스를 실행하면, 메모리버스

제어회로(170)은 전환신호(175)를 '0'으로 하고 내부버스(153)으로 부터의 액세스를 실행가능하게 한다. 전환신호(1

75)가 '1'에서 '0'으로 되는 타이밍과 동기해서 중단되었던 렌더링 프로세서(157)의 액세스를 재개하기 위해, 유지버

퍼(180)은 유지되어 있던 리드요구를 내부버스(153)으로 출력한다. 정지신호(173)을 '0'으로 설정하기 전에 정지신

호(173)이 '1'로 된 후, 메모리(120)에서 리드되어 유지버퍼(180)에 유지된 데이타를 내부버스(153)으로 출력하기 위

해, 메모리버스 제어회로(170)은 팝 신호를 출력한다. 유지버퍼(180)은 팝신호와 동기해서 유지되어 있는 리드데이

타를 출력한다.

이후, 메모리버스 제어회로(170)이 정지신호(173)를 '0'으로 하면 렌더링 프로세서(157)은 중단되었던 액세스를 속

행한다.

이상의 동작은 표시 컨트롤러(156)으로 부터의 메모리 액세스의 실행중에 CPU(100)에서 액세스요구가 출력되는 경

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다음에, 렌더링 프로세서(157)의 라이트 액세스 실행중에 CPU(100)에서 액세스요구가 출력되는 경우의 동작에 대해

서 설명한다. 라이트 액세스인 경우, 라이트 어드레스와 라이트 데이타가 동시에 메모리(120)으로 보내지므로, 리드 

액세스시와 같이 정지신호(173)이 '1'이고, 전환신호(175)가 '0'인 동안에 메모리(120)과 내부버스(153) 사이에서 전

송되는 라이트 데이타는 없다. 그 때문에, 유지버퍼(180)에는 라이트 커맨드와 라이트 어드레스만이 유지된다. 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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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에는 리드 액세스를 중단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처리된다.

이상과 같은 동작에 의해 CPU(100)이 상시 일정한 시간으로 메모리(120)으로 액세스하는 것을 보증할 수 있다. 또, 

유지버퍼(180)에 액세스를 중단했을 때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에 의해 재개시에 중단한 어드레스에서 액세스를 속행

할 수 있고 액세스를 중단하는 것에 의한 오버헤드를 최소한으로 억제할 수 있다.

이하, 상술한 동작을 실현하는 메모리 컨트롤러(140)의 각부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

단, 이하에서는 메모리의 액세스 시퀀스가 다음과 같은 것으로서 가정한다.

즉, 리드 액세스인 경우에는 제1 사이클에서 리드커맨드와 요구데이타수(버스트길이)를 포함하는 액세스요구(액티브

커맨드)를 메모리의 로우어드레스와 함께 메모리에 부여하고, 리드RAS-CAS 대기사이클만큼 사이클을 연 후의 각 

사이클에서 순차 리드커맨드와 목적으로 하는 데이타의 컬럼어드레스를 동시에 부여하고, 최후 의 사이클에서 다음의

액세스 시퀀스를 위해 프리차지 커맨드를 부여한다. 이 경우에, 리드RAS-CAS 대기는 액티브 커맨드와 로우어드레

스를 부여한 후에 최초의 리드커맨드와 컬럼어드레스를 부여할 수 있게 될 때까지의 사이클수를 나타내고, 리드CAS 

대기는 리드커맨드와 컬럼어드레스를 부여하고 나서 이 컬럼어드레스의 데이타가 메모리(120)에서 출력될 때까지의 

사이클수를 나타내고, 프리차지대기는 전단계에서 프리차지 커맨드를 부여하고 나서 다음의 리드커맨드를 포함하는 

액티브 커맨드를 부여할 수 있게 될 때까지의 사이클수를 나타낸다.

또, 라이트액세스인 경우는 제1 사이클에서 라이트 커맨드와 요구데이타수(버스트길이)를 포함하는 액세스요구(액티

브 커맨드)를 메모리의 로우어드레스와 함께 메모리에 부여하고, 라이트RAS-CAS 대기사이클만큼 사이클을 연 후의

각 사이클에서 순차 라이트 커맨드 및 목적 데이타의 컬럼어드레스와 데이타를 동시에 부여하고, 최후의 사이클에서 

다음의 액세스 시퀀스를 위해 프리차지 커맨드를 부여한다. 여기에서, 라이트 RAS-CAS 대기는 액티브 커맨드와 로

우어드레스를 부여한 후에 최초의 라이트 커맨드와 컬럼어드레스를 부여할 수 있게 될 때까지의 사이클수를 나타내

고, 라이트CAS 대기는 라이트 커맨드와 컬럼어드레스를 부여하고 나서 이 컬럼어드레스의 데이타를 부여할 때까지

의 사이클수(통상은 0)을 나타내고, 프리차지대기는 전단계에서 프리차지 커맨드를 부여하고 나서 다음의 라이트 커

맨드를 포함하는 액티브 커맨드를 부여할 수 있게 될 때까지의 사이클수를 나타낸다.

그러나, 상술한 바와 같이 라이트시의 CAS 대기는 통상존재하지 않고, RAS -CAS 대기는 리드도 라이트도 통상 동

일한 값을 취한다. 따라서, 이하에서 간단히 RAS-CAS 대기라고 기재한 경우에는 리드 라이트에 공통인 RAS-CAS 

대기의 값을 나타내고, 간단히 CAS 대기라고 기재한 경우에는 리드시의 CAS 대기를 나타내는 것으로 한다.

우선, 도 2에 CPU인터페이스회로(150)의 구성을 도시한다.

도 2에 있어서, (210)은 리드버퍼이다.

CPU버스(131)로 부터의 액세스요구는 CPU인터페이스회로(150)을 통과하고, 그대로 메모리 인터페이스회로(152)

로 전송된다. 한편, 메모리버스(135)에서 CPU버스(131)로 전송되는 리드데이타는 리드버퍼(210)으로 라이트된다. 

리드버퍼(210)으로 라이트된 데이타는 CPU버스(131)의 버스클럭과 동기해서 CPU 버스(131)로 출력된다.

다음에, 도 3에 메모리 인터페이스회로(152)의 구성을 도시한다.

도 3에 있어서, (310)은 어드레스버퍼, (320)은 데이타버퍼이다.

CPU(100)으로 부터의 리드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CPU인터페이스회로(150)을 경유해서 전송되어 온 리드요구가 어

드레스버퍼(310)에 의해 유지되고, 전환신호(175)가 '1'로 된 타이밍에서 메모리버스(135)로 출력된다. 리드요구에 

대해서 메모리(120)에서 리드된 데이타는 그대로 CPU인터페이스회로(150)으로 전송된다.

또, CPU(100)에서 라이트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CPU인터페이스회로(150)을 경유해서 전송되어 온 라이트요구와 라

이트 데이타가 각각 어드레스 버퍼(310)과 데이타버퍼(320)에 의해 유지되고, 전환신호(175)가 '1'로 된 타이밍에서 

메모리버스(135)로 출력된다.

다음에, 도 4에 메모리버스 제어회로(170)의 구성을 도시한다.

도 4에 있어서, (410), (411)은 디코더, (420)은 CPU액세스 버퍼, (421)은 CPU버스용 액세스길이 계산회로, (422)

는 내부버스 액세스 카운터, (423)은 내부 버스용 액세스길이 계산회로, (430)은 정지판정회로, (440)은 전환신호 발

생회로, (441)은 정지처리회로, (442)는 재개처리회로이다.

디코더(410)은 CPU버스 제어신호(132)를 디코드하고 CPU(100)에서 액세스요구가 있을 때 '1'로 되는 CPU버스 액

세스 요구신호, CPU(100)으로 부터의 액세스요구가 리드 또는 라이트의 어느 하나인지를 나타내는 커맨드 및 리드 

또는 라이트 데이타의 수를 나타내는 버스트길이를 출력한다.

CPU액세스 버퍼(420)은 CPU버스 액세스 요구신호를 수신하여 CPU버스 액세스유효신호(172)를 '1'로 해서 출력한

다. CPU버스 액세스유효신호(172)는 CPU(100)으로 부터의 액세스 실행중에는 '1'로 유지되고, 액세스종료후에 전

환신호(175)가 '0'으로 되면 '0'으로 되돌아간다. CPU버스용 액세스길이 계산회로(421)은 커맨드와 버스트길이에서 

CPU(100)으로 부터의 액세스가 어떤 사이클에 걸리는지를 계산해서 CPU액세스길이로서 출력한다.

디코더(411)은 내부버스 제어신호(154)를 디코드하고 내부버스(153)으로 부터의 액세스요구가 있을 때 '1'로 되는 

내부버스 액세스 개시신호, 내부버스(153)으로 부터의 액세스요구가 리드 또는 라이트의 어느 하나인지를 나타내는 

커맨드 및 리드 또는 라이트 데이타의 수를 나타내는 버스트길이를 출력한다. 내부버스용 액세스 카운터(422)는 내부

버스 액세스 개시신호를 수신한 타이밍에서 내부의 카운터를 리세트하고 내부버스 액세스 실행중의 사이클수를 카운

트해서 내부 액세스 사이클로서 출력한다. 내부버스용 액세스 카운터(422)는 또 CPU버스 액세스 요구신호가 '1'로 

되었을 때의 내부의 카운터의 카운트값을 정지요구 사이클로서 출력한다. 내부버스용 액세스길이 계산회로(423)은 

커맨드와 버스트 길이에서 내부버스(153)으로 부터의 액세스가 어떤 사이클에 걸리는지를 계산해서 내부액세스길이

로서 출력한다. 정지판정회로(430)은 디코더(411)에서 출력되는 커맨드, 정지요구 사이클, 내부액세스 길이에 따라서

전환신호(175)를 '1'로 하는 타이밍을 나타내는 전환개시 사이클, 정지신호(173)을 '1'로 하는 타이밍을 나타내는 정

지개시 사이클 및 내부버스(153)으로 부터의 실행중 액세스가 리드 액세스의 경우에 정지신호(173)이 '1'로 되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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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전환신호(175)가 '1'로 될 때까지의 기간에 메모리(120)에서 내부버스(153)으로 전송되는 리드데이타의 유무를 

나타내는 데이타 유지신호를 출력한다.

전환신호 발생회로(440)은 CPU액세스길이, 내부액세스 사이클, 전환개시 사이클에 따라서 전환신호(175)의 값을 제

어한다. 정지처리회로(441)은 디코더(411)에서 출력되는 커맨드, CPU액세스길이, 내부액세스 사이클, 정지개시 사

이클, 데이타 유지신호에 따라서 정지신호(173)을 출력한다. 정지처리회로(441)은 또 정지신호(173)이 '1'로 되고 나

서 전환신호(175)가 '1'로 될 때까지의 기간에 메모리(120)에서 내부버스(153)으로 전송되는 리드데이타가 있는 경

우에는 푸시신호를 출력하고, 현재 실행중인 내부버스(153)으로 부터의 액세스를 중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메모

리(120)을 프리차지하기 위한 신호를 제어신호로서 내부 버스(153)으로 출력한다. 중단하고 있는 내부버스(153)으로

부터의 액세스가 있고 또한 중단한 액세스가 리드 액세스인 경우, 재개처리회로(442)는 CPU액세스 길이, 내부액세스

사이클, 전환신호(175) 및 정지신호(173)에 따라서 유지버퍼(180)에 유지된 리드데이타를 내부버스(153)으로 출력

하는 것을 요구하는 신호를 팝신호로서 출력한다.

도 4의 CPU액세스 버퍼(420)의 구성을 도 5에 도시한다.

도면 중 (510)은 래치, (511)은 AND회로, (520)은 CPU 액세스요구 버퍼이다.

도 5에 있어서, CPU버스 액세스요구신호가 '1'로 된 타이밍에서 CPU액세스요구 버퍼(520)에 '1'이 세트된다. CPU

액세스요구 버퍼(520)은 세트된 값을 CPU버스 액세스유효신호(172)로서 출력한다. CPU액세스요구 버퍼(520)의 내

용은 전환신호(175)가 '1'→'0'으로 되는 타이밍에서 '0'으로 리세트된다.

도 6에 도 4의 CPU버스용 액세스길이 계산회로(421)의 구성예를 도시한다.

도 6에 있어서, (610)은 메모리특성 테이블, (611)은 가산기이다.

도 6에 있어서, 메모리특성 테이블(610)에는 커맨드가 리드 또는 라이트일 때의 각각에 대해서 RAS-CAS 대기, CAS

대기, 프리차지 대기가 등록되어 있다.

디코더(410)에서 출력된 커맨드에 따라서 메모리특성 테이블(610)에서 각 파라미터를 리드하고, 디코더(410)에서 

출력된 버스트길이와 가산기(611)에서 가산하여 CPU액세스길이로서 출력한다.

도 7에 도 4의 내부버스 액세스 카운터(422)의 구성을 도시한다.

도 7에 있어서, (710)은 카운터, (711)은 셀렉터이다.

도 7에 있어서, 카운터(710)은 내부버스 액세스 개시신호에 따라 '1'로 리세트되고, 그 후는 내부버스(153)으로 부터

의 액세스의 실행사이클수를 카운트하여 내부액세스 사이클로서 출력한다. CPU버스 액세스요구신호가 '1'로 된 타이

밍에서 카운터(710)으로 부터의 출력을 CPU버스용 액세스길이 계산회로(421)은 정지요구 사이클로서 출력한다. 그 

이외일 때는 CPU버스용 액세스길이 계산회로(421)은 충분히 큰 생략성 값으로서 '1000'을 출력한다.

도 8에 도 4에 있어서의 내부버스용 액세스용 계산회로(423)의 구성을 도시한다.

도 8에 있어서 (810)은 메모리특성 테이블, (811)은 가산기이다.

도 8에 있어서, 메모리특성 테이블(810)에는 커맨드가 리드 또는 라이트일 때의 각각에 대해서 RAS-CAS 대기, CAS

대기, 프리차지 대기가 등록되어 있다.

디코더(411)에서 출력된 커맨드에 따라서 메모리특성 테이블(810)에서 각 파라미터를 리드하고, 디코더(411)에서 

출력된 버스트길이를 맞추어 가산기(811)에서 가산하여 내부액세스길이로서 출력한다.

도 9에 도 4의 정지판정회로(430)의 구성을 도시한다.

도 9에 있어서, (910)은 전송시간 레지스터, (911)은 메모리특성 레지스터, (920)은 리드용 정지판정회로, (930)은 

라이트용 정지판정회로이다.

도 9에 있어서, 전송시간 레지스터(910)에는 표시 컨트롤러(156)이나 렌더링 프로세서(157)에 의한 메모리버스(135

)의 사용중에 CPU(100)으로 부터의 액세스가 발생한 경우, 메모리 컨트롤러(140)의 메모리 인터페이스회로(152)에 

의해 발생시키는 CPU버스(131)에서 메모리버스(135)로의 최초의 커맨드의 전송시간(지연시간)을 등록하고 있다. 

메모리특성 레지스터(911)에는 RAS-CAS 대기, CAS 대기, 리드와 라이트 각각의 프리차지 대기가 등록되어 있다. 

리드용 정지판정회로(920)은 정지요구 사이클, 내부액세스길이, 전송시간, RAS-CAS 대기, CAS 대기, 리드 프리차

지 대기에 따라서 리드 액세스 실행시의 전환신호(175)를 '1'로 하는 타이밍을 나타내는 전환개시 사이클, 정지신호(

173)을 '1'로 하는 타이밍을 나타내는 정지개시 사이클, 유지버퍼(180)에 내부버스(153)상의 데이타를 유지할지 유

지하지 않을지를 나타내는 데이타 유지신호를 출력한다.

라이트용 정지판정회로(930)은 정지요구 사이클, 내부액세스길이, 전송시간, 라이트 프리차지 대기에 따라서 라이트 

액세스 실행시의 전환개시 사이클, 정지개시 사이클을 출력한다. 리드용 정지판정회로(920) 및 라이트용 정지판정회

로(930)에서 출력된 이들 신호는 디코더(411)에서 출력된 커맨드에 의해 셀렉터(940)∼(942)에 의해 선택되어 출력

된다.

도 10에 도 9에 있어서의 리드용 정지판정회로(920)의 구성을 도시한다.

도 10에 있어서, (1010), (1015)는 비교기, (1011)은 가산기, (1012), (1014)는 감산기, (1013)은 카운터, (1016)은 

셀렉터, (1017)은 AND회로이다.

도 10에 있어서, 비교기(1010)은 내부액세스길이가 정지요구 사이클 이상이면 '1'을, 그렇지 않으면 '0'을 출력한다. 

가산기(1011)은 정지요구 사이클과 전송시간에서 전환개시 사이클을 계산해서 출력한다. 감산기(1012)는 전환개시 

사이클 에서 리드 프리차지 대기를 뺀 값을 계산하여 출력한다. 카운터(1013)은 (감산기(1012)의 출력값)에서 (감산

기(1012)의 출력값 + 리드 프리차지 대기 - 1)까지의 값을 카운트한다. 감산기(1014)는 카운터(1013)의 출력값에서

CAS 대기를 뺀 값을 출력한다. 비교기(1015)는 감산기(1014)의 출력값이 RAS-CAS 대기보다 크면 '1'을, 그렇지 않

으면 '0'을 출력한다. 셀렉터(1016)은 비교기(1010)의 출력값이 '1'이면 정지개시 사이클로서 감산기(1012)의 출력값

을, 그렇지 않으면 정지개시 사이클로서 '0'을 출력한다. AND회로 (1017)은 비교기(1010)과 비교기(1015)의 출력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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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논리곱을 데이타 유지신호로서 출력한다.

도 11에 도 9의 라이트용 정지판정회로(930)의 구성을 도시한다.

도 11에 있어서, (1110)은 비교기, (1111)은 가산기, (1112)는 감산기, (1113)은 셀렉터이다.

도 11에 있어서, 비교기(1110)은 내부액세스길이가 정지요구 사이클 이상이면 '1'을, 그렇지 않으면 '0'을 출력한다. 

가산기(1111)은 정지요구 사이클과 전송시간의 합을 전환개시 사이클로서 출력한다. 감산기(1112)는 전환개시 사이

클과 라이트 프리차지 대기의 차를 출력한다. 셀렉터(1113)은 비교기(1110)의 출력값이 '1'이면 정지개시 사이클로

서 감산기(1112)의 출력값을, 그렇지 않으면 정지개시 사이클로서 '0'을 출력한다.

다음에, 도 12에 도 4의 메모리버스 제어회로(170)의 전환신호 발생회로(440)의 구성예를 도시한다.

도 12에 있어서, (1210), (1212)는 비교기, (1211)은 가산기, (1220)은 전환 레지스터이다.

도 12에 있어서, 비교기(1210)은 내부액세스 사이클과 전환개시 사이클이 동일할 때 '1'을 출력한다. 가산기(1211)은

전환개시 사이클과 CPU액세스길이의 합을 출력한다. 비교기(1212)는 내부액세스 사이클과 가산기(1211)의 출력값

이 동일할 때 '1'을 출력한다. 전환레지스터(1220)은 비교기(1210)의 출력 값이 '1'일 때 '1'로 세트되고, 비교기(1212

)의 출력값이 '1'일 때 '0'으로 리세트된다. 전환레지스터(1220)은 유지된 값을 전환신호(175)로서 출력한다.

다음에, 도 13에 도 4의 정지처리회로(441)의 구성을 도시한다.

도 13에 있어서, (1310)은 메모리특성 레지스터, (1320), (1322)은 비교기, (1321)은 가산기, (1323)은 카운터, (132

4)는 FIFO버퍼, (1325)는 셀렉터, (1330)은 정지레지스터, (1331)은 프리차지 발행회로이다.

도 13에 있어서, 메모리특성 레지스터(1310)은 RAS-CAS 대기, 리드 프리차지 대기, 라이트 프리차지 대기를 유지

하는 레지스터이다. 비교기(1320)은 내부액세스 사이클과 정지개시 사이클이 동일할 때 '1'을 출력한다. 셀렉터(1325

)는 디코더(411)이 출력한 커맨드에 의해 리드 또는 라이트 프리차지 대기를 출력한다. 가산기(1321)은 정지개시 사

이클, CPU액세스길이, RAS-CAS 대기, 셀렉터(1325)의 출력값의 합을 출력한다. 비교기(1322)는 내부액세스 사이

클과 가산기(1321)의 합이 동일할 때 '1'을 출력한다. 카운터(1323)은 비교기(1320)의 출력값이 '1'로 된 타이밍에서 

셀렉터(1325)의 출력값이 나타내는 회수만큼 '1'을 출력한다. FIFO버퍼(1324)는 데이타 유지신호를 유지하고, 카운

터(1323)의 출력값이 '1'로 된 타이밍에서 유지되어 있는 데이타 유지신호를 푸시신호로서 출력한다. 정지레지스터(1

330)은 비교기(1320)의 출력값이 '1'일 때 '1'로 세트되고, 비교기(1322)의 출력값이 '1'일 때 '0'으로 리세트된다. 정

지레지스터(1330)에 유지된 값은 정지신호(173)으로서 출력된다. 프리차지 발행회로(1331)은 비교기(1320)의 출력

값이 '1'로 된 타이밍에서 내부버스(153)으로 메모리(120)을 프리차지하기 위한 제어신호를 출력한다.

도 14에 도 4의 재개처리회로(442)의 구성예를 도시한다. 도 14에 있어서, (1410)은 메모리특성 레지스터, (1420)은

래치, (1421), (1422)는 AND회로, (1423)은 카운터이다.

도 14에 있어서, 메모리특성 레지스터(1410)은 RAS-CAS 대기를 유지하는 레지스터이다. AND회로(1421)은 전환

신호(175)가 '1'에서 '0'으로 된 타이밍에서 '1'을 출력한다. AND회로(1422)는 AND회로(1421)의 출력값이 '1'이고 

또한 정지신호(173)이 '1'일 때 '1'을 출력한다. 카운터(1423)은 AND회로(1422)의 출력값이 '1'로 된 타이밍에서 RA

S-CAS 대기 사이클만큼 팝신호로서 '1'을 출력한다.

이상, 메모리버스 제어회로(170)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다음에, 도 1의 유지버퍼(180)의 구성을 도 15에 도시한다.

도 15에 있어서, (1510)은 디코더, (1520)은 중단액세스 레지스터, (1530)은 라이트허가 버퍼, (1540)은 데이타유지

레지스터, (1550), (1553), (1555)는 AND회로, (1551), (1552), (1554)는 래치이다.

도 15에 있어서, 디코더(1510)은 내부버스(153)에서 리드된 액세스요구를 디 코드하고 중단된 액세스가 리드 또는 

라이트의 어느 하나인지를 나타내는 커맨드와 중단된 액세스의 중단어드레스를 출력한다. AND회로(1550)은 전환신

호(175)가 '1'에서 '0'으로 되고 또한 정지신호(730)이 '1'의 타이밍에서 '1'을 출력한다. 중단액세스 레지스터(1520)

은 커맨드와 중단어드레스를 유지하고, AND 회로(1550)의 출력값이 '1'로 된 타이밍에서 유지된 커맨드와 중단어드

레스를 내부버스(153)으로 출력한다. AND회로(1553)은 정지신호(173)이 '0'에서 '1'로 되는 타이밍에서 '1'을 출력

한다. AND회로(1550)은 전환신호(750)이 '0'에서 '1'로 되는 타이밍에서 '1'을 출력한다. 라이트허가 버퍼(1530)은 

AND회로(1553)의 출력값이 '1'일 때 '1'로 세트되고, AND회로(1555)의 출력값이 '1'일 때 '0'으로 리세트된다. 라이

트허가 버퍼(1530)은 유지된 값을 라이트허가신호로서 출력한다. 데이타유지 레지스터(1540)은 라이트허가신호가 '

1'인 동안 내부 버스(153)에서 데이타를 리드하고, 푸시신호를 유효 플래그로서 동시에 유지한다. 데이타유지 레지스

터(1540)은 또 팝신호가 '1'인 동안 유지된 데이타를 리드한 순서로 내부버스(153)으로 출력한다. 그 때, 유효 플래그

가 '1'인 경우만 유효 데이타를 출력한다.

이상, 메모리 컨트롤러(140)의 각부의 상세한 것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개요를 상술한 본 데이타 프로세서의 동작 사이에서 각부의 동작에 따라 실현되는 상세한 것을 이하에 설명한다.

도 16에 내부버스(153)으로 부터의 리드 액세스 실행중에 CPU버스(131)에서 리드 액세스요구가 있는 경우를 도시

한다. 또, 도 16에서는 전송시간 5사이클, RAS-CAS 대기 2사이클. CAS 대기 3사이클, 리드 프리차지 대기 3사이클

로서 도시하 고 있다. 메모리버스(135)의 동작타이밍T를 1사이클로서 나타내고 있다.

도 16에 있어서 T=1에서 내부버스(153)으로 부터의 리드 액세스가 개시된다. 이 타이밍에서 유지버퍼(180)에는 리

드 액세스의 리드 커맨드와 로우어드레스가 등록된다. T=3에서 CPU버스(131)에서 리드된 액세스요구가 발생하지

만, 전송시간 5사이클에서 CPU버스(131)로 부터의 액세스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T=8에서 메모리버스(135)를 CPU

버스(131)로 부터의 액세스용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되어 실행중인 리드 액세스를 중단할 필요가 있다. 그 때문에 T

=5에서 정지신호(173)이 '1'로 된다. 전환신호(175)는 T=8에서 '1'로 되지만, T=3, 4의 타이밍에서 발행된 리드커맨

드에 의해 T=6, 7의 타이밍에서 메모리(120)으로부터 리드데이타가 전송되므로, T=6, 7에서 푸시신호를 '1'로 설정

하고 유지버퍼(180)에 데이타d0과 d1을 유지한다. 또, 실행중인 액세스를 중단하고 T=8에서 CPU버스(131)로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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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액세스를 실행하므로, T=5에서 프리차지 커맨드를 메모리버스 제어회로(170)에서 내부버스(153)으로 출력한다. 

T=8에서 전환신호(175)를 '1'로 하고, T=16까지 CPU버스(131)로 부터의 리드 액세스를 실행한다.

T=17에서 전환신호(175)가 '0'으로 되고, 이 타이밍에서 유지버퍼(800)에 유지되어 있는 커맨드와 로우어드레스가 

내부버스(153)으로 출력된다. T=19에서 정지신호(173)이 '0'으로 되고 그것과 동기해서 팝신호가 '1'로 된다. 팝신호

는 T=19∼21까지 '1'로 되지만, 유효 데이타가 유지되어 있지 않으므로 T=19에서 내부버스(153)으로 데이타가 출

력되지 않는다. T=20, 21에서는 데이타d0과 d1이 내부버스(530)으로 출력된다.

다음에, 도 17은 내부버스(153)으로 부터의 라이트 액세스 실행중에 CPU 버스(131)에서 리드 액세스요구가 있는 예

로서, 전송시간 5사이클, RAS-CAS 대기 2사이클, CAS대기 0사이클, 라이트 프리차지 대기 2사이클일 때의 타임도

이다. 또, 도 17에서는 메모리버스(135)의 동작타이밍T를 기준으로 나타내고 있다.

도 17에 있어서 T=1에서 내부버스(153)으로 부터의 라이트 액세스가 개시된다. 이 타이밍에서 유지버퍼(180)에는 

라이트 액세스의 라이트 커맨드와 로우 어드레스가 등록된다. T=3에서 CPU버스(131)에서 리드 액세스요구가 발생

하지만, 전송시간 5사이클에서 CPU(131)로 부터의 액세스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T=8에서 메모리버스(135)를 CPU

버스(131)로 부터의 액세스용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되고, 실행중인 라이트 액세스를 중단할 필요가 있다. 그 때문

에, T=6에서 정지신호(173)이 '1'로 된다. 또, T=8에서 CPU버스(131)로 부터의 액세스를 실행하므로, T=6에서 프

리차지 커맨드를 메모리버스 제어회로(170)에서 내부 버스(153)으로 출력한다. T=8에서 전환신호(175)를 '1'로 해서

T=16까지 CPU 버스(131)로 부터의 리드 액세스를 실행한다. T=17에서 전환신호(175)가 '0'으로 되고 이 타이밍에

서 유지버퍼(180)에 유지된 커맨드와 로우 어드레스가 내부 버스(153)으로 출력된다. T=19에서 정지신호(173)이 '0'

으로 되고 그것과 동기해서 팝신호가 '1'로 된다. 팝신호는 T=19∼21까지 '1'로 되지만 중단한 액세스가 라이트 커맨

드인 경우에는 유지버퍼(180)에 유지된 데이타가 없으므로, 유지버퍼(180)에서 유효한 데이타는 출력되지 않는다.

이상,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여기에서, 도 1에 있어서의 CPU인터페이스회로(150)은 도 18에 도시한 바와 같이 구성하도록 해도 좋다.

도 18에 있어서, (210)은 리드버퍼, (1810)은 캐시메모리 제어회로, (1820)은 캐시메모리이다.

도 18에 있어서, 캐시메모리 제어회로(1810)과 캐시메모리(1820)은 2차 캐시를 구성하고 있고, 캐시메모리 제어회

로(1810)은 CPU버스(131)로 부터의 액세스요구를 디코드하고 해당하는 데이타가 캐시메모리(1820)에 등록되어 있

는지를 조사한다. 등록되어 있는 경우 캐시메모리 제어회로(1810)은 메모리 인터페이스회로(2152)로 CPU버스(131

)로 부터의 액세스요구를 전송하지 않고, 리드 액세스의 경우에 데이타를 캐시메모리(1820)에서 CPU버스(131)로 출

력하고, 라이트 액세스의 경우에는 CPU버스(131)로 부터의 데이타를 캐시메모리(1820)에 등록한다.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캐시메모리 제어회로(1810)은 메모리 인터페이스회로(152)로 액세스요구를 전송하고 리드된 데이타를 저

장한다. 또, 캐시메모리 제어회로(1810)은 캐시메모리의 내용의 대체를 제어하기 위해 캐시메모리(1820)의 내용을 

메모리(120)으로 라이트하는 제어 등도 실행한다. 캐시메모리 제어회로(1810)이 발행하는 라이트요구는 메모리 컨

트롤러(140)내에 있어서 CPU(100)으로 부터의 라이트요구와 마찬가지로 처리된다.

여기에서, 캐시메모리(1820)은 CPU(100)에 내장하고 있는 캐시메모리보다 큰 용량을 갖는다. CPU인터페이스회로(

150)내에 대용량의 캐시메모리(1820)을 2차 캐시로서 내장하는 것에 의해 메모리(120)에 대한 CPU(100)으로 부터

의 액세스를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내부버스(153)으로 부터의 액세스를 중단하는 빈도를 저하시 키는 것이 가능하게

되고 메모리통합화에 의한 표시나 묘화의 성능열화를 작게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이 제1 실시예에 의하면 CPU(100)에 의한 메모리(120)로의 액세스의 대기시간을 상술한 전송시간 값

에 의해 보증할 수 있다. 따라서, 종래에 비해 그 처리성능의 열화를 경감할 수 있다. 또, 내부버스(153)측으로 부터의

액세스는 CPU(100)으로 부터의 액세스가 발생하면 강제적으로 중단시키게 되지만, CPU(100)으로 부터의 액세스 

종료후는 중단한 곳에서 액세스시퀀스를 재개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실시예의 구성을 채용한 것에 의한 내부버스측

으로부터의 액세스효율이 극히 작다.

이하, 본 발명에 관한 데이타 프로세서의 제2 실시예에 대해서 설명한다.

도 19에 본 제2 실시예에 관한 데이타 프로세서의 구성을 도시한다.

도시한 바와 같이, 본 제2 실시예에 관한 데이타 프로세서의 구성은 거의 도 1에 도시한 제1 실시예에 관한 데이타 프

로세서의 구성과 마찬가지이고, 메모리 인터페이스회로(1952)의 구성과 메모리 인터페이스회로(1952)에서 표시 컨

트롤러(1956)과 렌더링 프로세서(1957)로 취소신호를 송신하도록 한 점만이 다르다.

메모리 인터페이스회로(1952)는 CPU(100)에 대해 액세스가 허가되는 메모리(120)의 소정의 어드레스영역과 표시 

컨트롤러(1956) 및 렌더링 프로세서(1957)에 액세스가 허가되는 메모리(120)의 소정의 어드레스영역을 제어한다. 

허가된 어드레스영역 이외의 어드레스에 대해 액세스요구가 발행된 경우, 메모 리 인터페이스회로(1952)는 CPU버스

(131)로 부터의 액세스요구에 대한 취소신호(1960)과 내부버스(153)으로 부터의 액세스에 대한 취소신호(1960)을 

출력한다.

도 20에 도 19에 도시된 메모리 인터페이스회로(1952)의 구성예를 도시한다. 도 20에 있어서, (2010)은 어드레스 감

시회로, (2020)은 허가어드레스 레지스터이다. 다른 요소는 제1 실시예와 동일부호를 붙여서 나타낸 요소와 동일한 

요소이다.

도 20에 있어서, 허가어드레스 레지스터(2020)은 CPU(1910), 표시 컨트롤러(1956), 렌더링 프로세서(1957)의 액세

스허가 어드레스가 등록되어 있다. 어드레스 감시회로(2010)은 CPU버스(131)과 내부버스(153)으로 부터의 액세스

요구를 조사하고, 허가되어 있는 영역 밖으로의 액세스가 있는 경우에는 취소신호(1960) 또는 (1961)를 출력하고 부

정확한 액세스인 것을 통지한다.

이와 같이, 어드레스를 감시하고 액세스허가 어드레스영역 이외로의 액세스요구가 있을 때 취소신호(1960) 및 (1761

)을 출력하는 메모리 인터페이스회로(1952)를 마련하는 것에 의해 메모리(120)상의 데이타의 부정확한 액세스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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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오라이트 등을 방지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시스템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하,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에 대해서 설명한다.

도 21에 본 제3 실시예에 관한 데이타 프로세서의 구성을 도시한다.

도 21에 있어서, (3656)은 표시 컨트롤러, (3657)은 렌더링 프로세서, (3670)은 메모리버스 제어회로이다. 다른 부분

은 도 1에 있어서 동일부호를 붙여서 나타낸 부분과 동일한 부분이다. 도시한 바와 같이, 본 제3 실시예는 도 1에 도

시한 제1 실시예의 구성에서 유지버퍼(180)을 생략한 구성으로 되어 있다.

우선, 본 제3 실시예에 관한 데이타 프로세서의 동작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한다.

데이타 프로세서에 있어서 메모리버스(135)가 무효인 메모리 액세스를 실행할 때, CPU(100), 표시 컨트롤러(3656),

렌더링 프로세서 중 어느 하나가 메모리(120)을 액세스하는 경우의 동작은 제1 실시예의 동작과 동일하다. 또, CPU(

100)에 의한 메모리 액세스 중에 내부버스(153)으로 부터의 액세스요구가 있는 경우의 동작도 제1 실시예의 경우와 

마찬가지이다.

한편, 메모리버스(350)이 내부버스(153)으로 부터의 액세스 실행중에 CPU(100)으로 부터의 액세스요구가 있는 경

우, 데이타 프로세서는 다음과 같이 동작한다.

내부버스(153)에서 메모리버스(135)로의 액세스가 리드요구 또는 라이트요구에 의한 것이어도 동작의 중심으로 되

는 메모리 컨트롤러(140)의 동작은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렌더링 프로세서(3657)이 액세스 실행중에 C

PU(100)으로 부터의 액세스요구가 발생한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한다.

CPU(100)에서 액세스요구가 출력되면 제1 실시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CPU버스 제어신호(132)가 메모리버스 제

어회로(3670)으로 입력된다. 메모리 버스 제어회로(3670)은 메모리버스(135)가 무효인 메모리 액세스를 실행할 때

와 동일한 타이밍에서 전환신호(175)를 '1'로 해서 CPU(100)으로 부터의 액세스를 실행시킨다. 전환 신호(175)가 '1'

로 될 때까지 렌더링 프로세서(3657)에 의한 메모리 액세스가 종료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환신호(175)를 '1'로 하기 

전에 정지신호(173)을 '1'로 하고, 현재 실행중인 액세스를 일시 중단하는 것을 렌더링 프로세서(3657)로 통지한다. 

렌더링 프로세서(3657)은 액세스 실행중에 정지신호(173)이 '1'로 되면 도중까지 리드된 데이타를 무효화하여 정지

신호(173)이 '0'으로 될 때까지 정지한다.

메모리버스 제어회로(3670)은 이와 같이 해서 렌더링 프로세서(3657)의 메모리 액세스를 정지시킨 후 전환신호(175

)를 '1'로 해서 CPU(100)의 액세스를 실행시킨다. 그리고, CPU(100)의 액세스가 종료하면 메모리버스 제어회로(367

0)은 전환신호(175)를 '0'으로 해서 내부버스(153)으로 부터의 메모리(120)의 액세스를 실행할 수 있게 한다. 또, 메

모리버스 제어회로(3670)은 전환신호(175)를 '0'으로 하는 것과 동시에 정지신호(173)도 '0'으로 한다. 정지신호(173

)이 '0'으로 되면 정지하고 있던 렌더링 프로세서(3657)은 정지신호(173)의 '0'에서 '1'로의 변화에 의해 중단된 액세

스를 사이드초기에서 실행한다.

이와 같은 동작을 제어하는 메모리버스 제어회로(3670)의 구성을 도 22에 도시한다.

도 22에 있어서, (3730)은 정지판정회로, (3741)은 정지처리회로이다. 다른 요소는 제1 실시예에 있어서 동일부호를

붙여 나타낸 요소와 동일한 요소이다.

정지판정회로(3730)은 디코더(4411)에서 출력되는 커맨드, 내부버스용 액세스 카운터(422)에서 출력되는 정지요구 

사이클, 내부버스용 액세스길이 계산회로(423)에서 출력되는 내부액세스길이에 따라서 전환신호(175)를 '1'로 하는 

타이밍을 나타내는 전환개시 사이클과 정지신호(173)을 '1'로 하는 타이밍을 나타내는 정지개시 사이클을 출력한다. 

정지처리회로(3741)는 디코더(411)에서 출력되는 커맨드, CPU버스용 액세스길이 계산회로(421)에서 출력되는 CP

U액세스길이, 내부버스용 액세스 카운터(422)에서 출력되는 내부액세스 사이클과 정지개시 사이클에 따라서 정지신

호(173)을 출력한다. 또, 정지처리회로(3741)는 현재 실행중인 내부버스(153)으로 부터의 액세스를 중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메모리(120)을 프리차지하기 위한 신호를 제어신호로서 내부버스(153)으로 출력한다.

도 23에 도 22의 정지판정회로(3730)의 구성을 도시한다.

도면 중, (3811)은 메모리특성 레지스터, (3820)은 리드용 정지판정회로이다. 다른 요소는 제1 실시예에 있어서 동일

부호를 붙여 나타낸 요소와 동일한 요소이다.

메모리특성 레지스터(3811)에는 리드와 라이트 프리차지 대기가 유지된다. 리드용 정지판정회로(3820)은 정지요구 

사이클, 내부액세스길이, 전송시간과 리드 대기에 따라서 리드 액세스 실행시의 전환신호(175)를 '1'로 하는 타이밍을

나타내는 전환개시 사이클, 정지신호(173)을 '1'로 하는 타이밍을 나타내는 정지개시 사이클을 출력한다.

셀렉터(940) 및 셀렉터(941)은 디코더(411)에서 출력된 커맨드에 의해 리드용 정지판정회로(3820)으로 부터의 출력

인지 라이트용 정지판정회로(930)으로 부터의 출력인지를 선택하여 전환개시 사이클 또는 정지개시 사이클로서 출력

한다.

도 24에 도 23의 리드용 정지판정회로(3820)의 구성을 도시한다.

도면중, 비교기(1010)은 내부액세스길이가 정지요구 사이클 이상이면 '1'을, 그렇지 아니면 '0'을 출력한다. 가산기(1

011)은 정지요구 사이클과 대기시간에서 전환개시 사이클을 계산하여 출력한다. 감산기(1012)는 전환개시 사이클에

서 리드 프리차지 대기를 뺀 값을 계산해서 출력한다. 셀렉터(1016)은 비교기(1010)의 출력값이 '1'이면 정지개시 사

이클로서 감산기(1012)의 출력값을, 그렇지 않으면 정지개시 사이클로서 생략성값의 '0'을 출력한다.

다음에, 도 22의 정지처리회로(3741)의 구성을 도 25에 도시한다.

도면 중, (4010)은 메모리특성 레지스터, (4021)은 가산기이다.

메모리특성 레지스터(4010)은 리드와 라이트의 프리차지 대기를 유지한다. 비교기(1320)은 내부액세스 사이클과 정

지개시 사이클이 동일할 때 '1'을 출력한다. 가산기(4021)은 정지개시 사이클, CPU액세스길이, 셀렉터(1325)의 출력

값의 합을 출력한다. 비교기(1322)는 내부액세스 사이클과 가산기(4021)의 출력값이 동일할 때 '1'을 출력한다. 정지

레지스터(1330)은 비교기(1320)의 출력이 '1'일 때 세트되고, 비교기(1322)의 출력값이 '1'일 때 '0'으로 리세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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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레지스터(1330)에 유지된 값은 정지신호(173)으로서 출력된다.

이상과 같은 구성에 의해 실현되는 상기 개요를 설명하는 동작의 구체예를 설명한다.

도 26은 내부버스(153)으로 부터의 리드 액세스 실행중에 CPU버스(131)에서 리드 액세스 요구가 발생한 경우의 타

이밍도를 도시한 것이다. 이 예에서는 전송시간은 5사이클, RAS-CAS 대기 2사이클, CAS 대기 3사이클, 리드 프리

차지 대기 3사 이클로 하고 있다.

도 26에서는 T=1에서 내부버스(153)으로 부터의 리드 액세스가 개시된다. T=3에서 CPU버스로 부터의 리드요구가 

발생한다. 그러나, 전송시간 5사이클에서 CPU버스(131)로 부터의 액세스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T=8에서 메모리버스

를 CPU버스(131)로 부터의 액세스용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 때문에, T=5에서 정지신호(173)을 '1'로 해서 

실행중인 내부버스(153)으로 부터의 액세스를 중단시키고, T=8로 부터의 CPU버스(131)로 부터의 액세스를 가능하

게 하기 위해서 T=5에서 메모리버스 제어회로(3670)에서 프리차지 커맨드를 내부버스(153)으로 출력하는 것에 의해

메모리(120)으로 프리차지 커맨드를 보낸다. 그리고, T=8에서 전환신호(175)를 '1'로 해서 T=16까지 CPU버스(131

)로 부터의 리드 액세스를 실행하고, 리드 액세스가 종료한 T=17에서 전환신호(175)를 '1'로 함과 동시에 정지신호(1

73)을 '0'으로 해서 정지한 내부버스(153)으로 부터의 액세스를 개시시킨다.

이상,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이하, 본 발명의 제4 실시예에 대해서 설명한다.

도 27에 본 제4 실시예에 관한 데이타 프로세서의 구성을 도시한다.

도시한 바와 같이, 본 제4 실시예에 관한 데이타 프로세서는 도 1에 도시한 제1 실시예에 관한 데이타 프로세서에 압

축 복원회로(2110)을 부가한 구성으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은 구성을 갖는 데이타 프로세서에 있어서, 내부버스(153)에서 메모리(120)으로의 라이트 액세스시에 라이트

어드레스가 미리 정한 압축처리의 대상으 로 하는 어드레스와 일치하는 경우, 압축 복원회로(2110)은 내부버스(153)

에서 보내진 데이타를 압축하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내부버스(153)에서 보내진 데이타를 그대로 메모리버스(13

5)로 출력한다.

또, 내부버스(153)에서 메모리(120)으로의 리드 액세스시에 리드 어드레스가 압축처리의 대상으로 하는 어드레스와 

일치하는 경우, 압축 복원회로(2110)은 메모리버스(135)에서 보내진 데이타를 전개하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메

모리버스(135)에서 보내진 데이타를 그대로 내부버스(153)으로 출력한다.

상기와 같이 내부버스(153)으로 부터의 액세스의 어드레스를 감시하고 어드레스에 따라 압축 전개처리를 실시할지 

실시하지 않을지를 선택할 수 있는 압축 복원회로(2110)을 마련하는 것에 의해 예를 들면 프레임버퍼(122)나 텍스처

의 소오스데이타에 대한 액세스는 압축 전개처리를 실행하지만, 렌더링 프로세서(157)의 표시리스트에 대한 액세스

는 압축 전개처리를 실행하지 않는 제어가 가능하게 된다. 이 때문에, 표시리스트와 같이 압축전의 데이타와 압축후에

전개한 데이타가 일치할 필요가 있는 데이타는 그대로 전송하고, 프레임버퍼(122)내의 화소데이타와 같이 압축전의 

데이타와 압축후에 전개한 데이타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아도 좋은 데이타는 압축 또는 전개처리를 해서 전송한다는 

제어가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필요에 따라 데이타의 정밀도를 유지하면서 내부버스(153)으로 부터의 메모리버스(135)로의 액세스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고, 내부버스(153)으로 부터의 액세스 실행중에 CPU버스 (131)로 부터의 액세스발생에 

의해 내부버스(153)으로 부터의 액세스를 중단하는 빈도를 감소시킬 수 있고, 표시 나 묘화의 성능열화를 그것이 발

생하는 구성에 있어서도 작게 할 수 있다. 또, 메모리(120)의 유효이용이라는 이점이나 압축이나 복원처리에서 CPU(

100)을 해방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또한, 이하의 설명에서는 4개의 화소의 색을 4개의 화소중에서 선택한 3개의 화소의 색으로 근사시켜 화소의 데이타

량을 삭감하는 압축을 실행하는 경우를 예로 든다. 따라서, 이하의 예에서는 압축한 데이타를 복원한 경우에 압축전 

원래의 화소가 그대로 복원되는 것만은 아니다.

도 28에 이와 같은 처리를 실행하는 압축 복원회로(2110)의 구성을 도시한다.

도면 중, (2210)은 어드레스 변환회로, (2220)은 압축회로, (2230)은 복원회로, (3610)은 어드레스 감시회로, (3620)

은 압축실행 어드레스 레지스터, (3630), (3631)는 셀렉터이다.

도 28에 있어서, 압축실행 어드레스 레지스터(3620)은 압축될 어드레스가 등록되어 있는 레지스터이다. 어드레스 감

시회로(3610)은 내부버스(1353)으로 부터의 액세스요구를 감시하고 압축실행 어드레스 레지스터(3620)에 등록되어

있는 어드레스와 비교하여 그 결과를 선택신호로서 출력한다.

어드레스 변환회로(2210)은 선택신호에 의해 내부버스(153)에서 보내진 어드레스를 이 어드레스와 압축전후의 데이

타 사이즈에 따라 정해지는 이 어드레스가 목적으로 하는 데이타를 압축한 데이타를 저장하고 있는 메모리(120)의 어

드레스로 변환할지 변환하지 않을지를 선택해서 메모리 인터페이스회로(152)를 경유하여 메 모리버스(135)로 출력

한다. 압축회로(2220)은 내부버스(153)에서 보내진 데이타를 압축해서 출력한다. 복원회로(2230)은 메모리버스(135

)에서 보내진 데이타를 전개해서 내부버스(153)으로 출력한다. 셀렉터(3630), (3631)는 선택 신호에 따라 압축 복원

을 실행한 데이타나 또는 입력된 데이타의 한쪽을 선택해서 출력한다.

도 29에 도 28의 압축회로(2220)의 구성을 도시한다.

도 29에 있어서, (2310)은 원색 레지스터, (2320)은 압축처리회로, (2330)은 압축레지스터이다.

여기에서는 압축전의 데이타는 화소단위의 데이타(1화소당 16비트)로서, R(적; 5비트), G(녹; 6비트) 및 B(청; 5비트

)의 필드를 포함한다. 표시 컨트롤러(156)이 이 화소데이타를 프레임버퍼(122)에서 리드 액세스하는 경우를 예로 들

어 설명한다.

도 29에 있어서, 원색레지스터(2310)은 내부버스(153)에서 출력된 압축전의 데이타를 4화소분 유지하는 레지스터이

다. 원색레지스터(2310)은 유지하고 있는 데이타를 원색데이타로서 출력한다. 원색처리회로(2320)은 원색데이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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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 압축처리를 실행하여 대표색(16비트), 보조색(12비트), 선택번호(4비트)를 출력한다. 압축레지스터(2330)은 

대표색, 보조색, 선택번호를 유지하는 레지스터이다. 압축레지스터(2330)은 유지하고 있는 데이타를 메모리 인터페

이스회로(152)로 출력한다.

도 30에 도 29의 압축처리회로(2320)의 구성을 도시한다.

도 30에 있어서, (2410)은 비교데이타 작성회로, (2420)∼(2425), (2452)는 비교기, (2430)은 보조색 작성회로, (24

50), (2451)는 감산기이다.

비교데이타 작성회로(2410)은 원색데이타의 대소판정을 실행하기 위한 비교데이타를 작성해서 출력한다. 각 화소의 

데이타가 R, G, B와 다른 3개의 필드에서 구성되므로, 비교데이타는 비교시의 대소관계가 색에 의해 편중되지 않게 

하도록 원색데이타를 가공한 데이타이다. 4개의 원색데이타에 대한 비교데이타를 작성후, 비교기(2420)∼(2422) 및 

각 비교기의 출력에 의해 제어되는 셀렉터에서 최대의 비교데이타에 대응하는 원색데이타를 선택하여 제1색으로 하

고, 비교기(2423)∼(2425) 및 각 비교기의 출력에 의해 제어되는 셀렉터에서 최소의 비교데이타에 대응하는 원색데

이타를 선택하여 제2색으로 한다.

보조색 작성회로(2430)은 제1색과 제2색의 차분을 12비트의 보조색으로 작성해서 출력한다. 감산기(2450), (2451)

와 비교기(2452)는 원색데이타가 제1색과 제2색의 어느쪽에 가까운지를 판정하고, 제1색에 가까운 경우에는 '1'을, 

제2 색에 가까운 경우에는 '0'을 선택번호로서 출력한다. 선택번호는 원색레지스터(2310)에 저장된 4개의 원색데이

타마다 출력되므로 합계 4비트가 출력된다.

도 31에 도 30에 있어서의 비교데이타회로(2410)의 구성을 도시한다.

도면 중, (2510)∼(2512)는 승산기, (2513)은 가산기이다.

승산기(2510)은 원색데이타의 R성분의 2승을 출력한다. 마찬가지로 승산기(2511)과 (2512)는 G, B성분의 2승을 출

력한다. 가산기(2513)은 승산기(2510)∼(2512)의 출력값의 합을 출력한다. 이 구성을 갖는 데이타 프로세서에서는 

비교데이타로서 R, G, B의 3개의 독립적인 변수의 2승합을 계산하므로 원색데이타의 대소관계를 판정할 때의 정밀도

를 높게 할 수 있다.

도 32에 도 30의 보조색 작성회로(2430)의 구성을 도시한다.

도면 중, (2610)∼(2612)는 감산기, (2613)∼(2615)는 비교기, (2616)∼(2618)은 셀렉터이다.

감산기(2610)은 제1색의 R성분에서 제2색의 R성분의 차를 출력한다. 비교기(2613)은 감산기(2613)의 출력값이 15(

4비트로 나타낼 수 있는 최대값)보다 크면 '0'을, 그렇지 않으면 '1'을 출력한다. 셀렉터(2616)은 비교기(2613)의 출

력값에 의해 감산기(2610)의 출력값 또는 15를 R성분의 보조색으로서 출력한다. 셀렉터(2616)은 G성분, B성분에 대

해서도 마찬가지로 4비트씩의 보조색으로서 출력한다. 이 구성예에서는 보조색 작성을 위해 제1색과 제2색의 색성분

의 차를 구할 때 제1색과 제2색의 차가 15보다 큰 경우에는 15로 고정시킨다.

이와 같이 해서 도 29에 도시한 바와 같이 16비트의 대표색, 12비트의 보조색, 4비트의 선택번호로서 압축된 4개의 

원색데이타를 복원하는 것이 도 28의 압축회로(2220)이다.

도 33에 이 압축회로(2220)의 구성을 도시한다.

도 33에 있어서, (3210)은 압축레지스터, (3220)은 복원처리회로, (3230)은 복원레지스터이다. 압축레지스터(3210)

은 메모리 인터페이스회로(520)에서 보내진 데이타를 유지하는 레지스터이다. 압축레지스터(3210)은 대표색(16비트

), 보조색(12비트), 선택번호(4비트)를 출력한다. 복원처리회로(3220)은 대표색, 보조색, 선택번호에 따라서 원색데

이타를 복원하여 출력한다. 복원레지스터(3230)은 복원된 원색데이타를 유지하는 레지스터이다. 복원레지스터(3230

)은 유지되어 있는 복원된 원색데이타를 내부버스(530)으로 출력한다.

도 34에 도 33에 있어서의 복원처리회로(3220)의 구성을 도시한다.

도 34에 있어서 (3310)은 처리회로이다.

도 34에 있어서 처리회로(3310)은 대표색, 보조색, 선택번호에 따라서 압축된 데이타를 전개하는 복원처리를 실행하

여 복원색 데이타를 출력한다.

도 35에 도 34의 처리회로(3310)의 구성을 도시한다.

도 35에 있어서, (3410)∼(3412)는 셀렉터, (3413)∼(3415)는 가산기이다.

셀렉터(3410)은 선택번호가 '0'인 경우에는 '0'을, '1'인 경우에는 보조색의 R성분을 출력한다. 가산기(3413)은 대표

색의 R성분과 셀렉터(3410)에서 출력된 대표색의 R성분의 합을 복원한 원색데이타의 R의 필드로서 출력한다. G성분

, B성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처리가 실행된다.

이상, 본 발명의 제4 실시예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또한, 도 30의 비교데이타 작성회로(2410)은 도 36 또는 도 37과 같이 구성하도록 해도 좋다.

도 36의 구성은 비트수가 적은 R성분, B성분을 2배로 하고 G성분과 최상위비트의 중량을 일치시키고 나서 합을 구

하여 비교데이타로 하는 것이다. 이 구성에서는 도 31의 구성과 달리 G성분의 승산기가 필요하지 않고, 또 R성분, B

성분의 승산기는 x2배의 연산만 할 수 있으면 좋고, 이것을 시프트기로 구성할 수 있으므로 하드웨어의 물량을 삭감

할 수 있다.

또, 도 37의 구성은 R성분, G성분, B성분 그대로 합을 구해서 비교데이타로 하는 것이다. 이 구성에서는 도 31의 구

성과 달리 각 성분의 승산기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하드웨어의 물량을 삭감할 수 있다. R성분, B성분의 각각에 대해서

G성분의 최상위비트의 중량이 2배이다. 그러나, 표시데이타를 프레임버퍼(220)에서 리드하는 경우, 비교하는 것은 

연속한 4화소의 색데이타이고 각 색성분의 변화분이 적으므로 이와 같이 해서 작성한 비교데이타를 사용해도 좋다.

또, 도 30의 보조색 작성회로(2430)은 도 38과 같이 구성하도록 해도 좋다.

도 38에 있어서, (2910)∼(2912)는 감산기이고, 도 38의 구성은 제1색과 제2색의 하위 4비트만을 대상으로 해서 차

를 구하고 보조색을 작성하는 방식이다. 이 구성에서는 도 32의 구성예과 달리 비교기와 셀렉터가 필요하지 않게 되



등록특허  10-0450980

- 14 -

므로 하드웨어의 물량을 삭감할 수 있다. 또, 표시데이타를 프레임버퍼(122)에서 리드하는 경우, 차가 연속한 4화소

중의 2화소의 색데이타에서 얻어지는 각 색성분의 변화분이 적고, 각 색의 제5비트, 제6비트째의 값이 연속한 4화소

에서 동일하게 감산에 의해 상쇄되므로, 이와 같이 해서 구한 보조색을 제2색(대표색)으로 가산하는 것에 의해 제1색

을 정확하게 복원할 수 있다.

또, 도 30의 보조색 작성회로(2430)을 도 39와 같이 구성하고 또한 도 34의 처리회로를 도 40에 도시한 바와 같이 구

성하도록 해도 좋다.

도 39에 도시한 보조색 작성회로(2430)은 제1색과 제2색의 상위 4비트만을 대상으로 해서 차를 구하여 보조색을 작

성하도록 한 것이다.

또, 도 40의 처리회로(3310)에 있어서 (3510)∼(3512)는 승산기, (3513)∼(3515)는 셀렉터, (3516)∼(3518)은 가

산기이다.

도 40에 있어서, 승산기(3510)은 보조색의 R성분을 2배로 한 결과를 출력한다. 셀렉터(3513)은 선택신호가 '0'인 경

우에는 '0'을, '1'인 경우에는 승산기(3510)의 출력값을 출력한다. 가산기(3516)은 대표색의 R성분과 셀렉터(3513)의

출력값의 합을 구해 복원색 데이타로서 출력한다. 마찬가지로 가산기(3516)은 B성분에 대해서도 복원색 데이타를 출

력한다. G성분에 대해서는 승산기(2351)가 보조색의 G성분의 4배를 출력하는 것 이외에는 R성분과 마찬가지이다.

도 39, 도 40의 구성은 보조색 작성회로(2430)에 관한 것으로서, 도 32의 구성에 비해서 비교기와 셀렉터가 필요하

지 않으므로, 하드웨어의 물량을 삭감할 수 있다. 또, 이와 같이 하면 제1색은 하위비트의 정밀도까지 정확하게 복원

할 수는 없게 되지만 시각적으로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또, 도 30의 압축처리회로(2320) 전체는 도 41에 도시한 바와 같이 구성하도록 해도 좋다.

도 41의 구성은 원색데이타 중에서 임의의 2개를 선택해서 비교데이타를 작성하고, 비교데이타가 큰 원색데이타를 

제1색, 다른쪽을 제2색으로 하는 것이다. 이 구성에서는 도 30의 경우에 비해 약간 화질이 열화하지만, 도 30의 구성

예에 대해 비교기 5개, 셀렉터 4개가 필요하지 않게 되므로, 하드웨어의 물량을 삭감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각 실시예의 구성에 있어서 예를 들면 표시 컨트롤러(156)에 의한 CRT(115)로의 표시를 지장없

이 실행할 수 있는 것을 설명한 다.

도 1 등에 도시한 바와 같이, 이상의 각 실시예에서는 CPU버스(131)을 32 비트x33MHz의 스루풋으로 하고, 메모리

버스(135)를 32비트x66MHz의 스루풋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CPU(100)이 CPU버스(131)의 스루풋의 한계까지 메

모리(120)을 액세스하면, 메모리버스(132)의 스루풋의 1/2만 사용되는 메모리버스(132)의 용량을 사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렌더링 프로세서(157)이 메모리(120)의 액세스를 실행하지 않는 경우, 계산하고 남는(66-33)MHzx32비트=

1056Mbit/sec를 표시 컨트롤러(156)의 메모리 액세스로 사용할 수 있다. 여기에서, CRT(150)에 800도트x600도트

의 24비트 풀컬러의 화상을 리프레시레이트 60Hz로 표시하는 경우, 표시 컨트롤러(156)이 메모리(120)에서 리드되

지 않으면 안되는 비트레이트는 (800x600)x60Hzx24비트 = 691. 2Mbit/sec로 된다. 따라서, CPU(100)이 CPU버스

(131)의 스루풋의 한계까지 메모리(120)를 액세스하여 CRT(115)로의 표시를 지장없이 실행하고, 렌더링 프로세서(

157)의 메모리(120)의 액세스의 기회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또한, 본 실시예에서는 CPU버스(131)의 스루풋과 메모리버스(132)의 스루풋을 상기와 같이 설정했지만, 메모리버스

(132)의 스루풋과 CPU버스(131)의 스루풋의 차가 표시 컨트롤러(156)이 표시를 위해 필요로 하는 메모리(120)으로

부터의 리드레이트 이상이면 상기 이외의 설정으로 좋다.

또, 실제로는 CPU(100)이 CPU버스(131)의 스루풋의 한계까지 메모리(120)을 액세스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메모

리버스(132)의 스루풋을 CPU버스(131)의 최대 사용레이트와 표시 컨트롤러(156)이 표시를 위해 필요로 하는 메모

리(120)으로 부 터의 리드레이트 이상으로 하는 설정으로 하도록 해도 좋다.

이상 설명한 메모리 컨트롤러는 묘화처리를 실행하기 위한 렌더링 프로세서를 내장한 것이지만, 본 발명은 이것에 한

정되는 것은 아니다. 즉, 묘화를 실행하기 위한 렌더링 프로세서가 메모리 컨트롤러의 외부에 있는 경우에 있어서도 

CPU, 묘화를 실행하는 렌더링 프로세서, 주메모리 및 프레임버퍼 메모리를 갖는 메모리가 메모리 컨트롤러를 거쳐서

데이타의 수수를 할 수 있도록 데이타 처리시스템을 구성하는 것에 의해, 메모리 컨트롤러에 의해서 상술한 바와 같

이 CPU와 렌더링 프로세서가 메모리를 액세스하는 타이밍이 조정되게 된다.

또, 본 실시예에 있어서 메모리 컨트롤러와 메모리 또는 메모리 컨트롤러, 메모리, CPU가 동일한 반도체기판상에 구

성된 경우라도 본 발명의 메모리 컨트롤러에 의해서 처리성능이 향상한다.

다음에, CPU와 그래픽 프로세서의 양쪽에서 액세스하는 1개의 그래픽메모리를 사용하는 경우에 CPU의 캐시방식에 

따라 1회의 표시액세스의 속행시간을 최적화하고, 메모리의 액세스효율을 향상시켜 고속의 그래픽표시를 실현하는 

경우의 데이타 프로세서에 대해서 그 실시예를 도면을 따라 설명한다.

도 42는 본 발명의 데이타 프로세서의 구성을 도시한 도면이다.

CPU(4211) 는 장치전체의 제어를 실행함과 동시에 표시유닛(4251)에 도형을 표시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주메모리(4212)는 CPU(4210)이 처리하는 데이타나 프로그램을 저장한다. CD-ROM 컨트롤러(4213)은 CD-ROM의

도형정보를 액세스하고, 통신 컨트롤러(4214)는 도시하지 않은 다른 장치와의 정보를 송수한다.

그래픽 프로세서(4220)은 그래픽메모리(4240)내의 표시영역에 도형을 묘화하고, 또 묘화한 데이타를 리드해서 표시

유닛(4251)에 도형을 표시한다. DAC(Digital to Analog Converter)(4250)은 그래픽 프로세서(4220)이 출력하는 디

지탈 형식의 표시데이타를 아날로그 데이타로 변환한다.

그래픽메모리(4240)을 구성하는 소자로서는 DRAM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DRAM은 다른 메모리에 비해 칩면

적에 대한 트랜지스터의 집적도가 높기 때문이다. 또, DRAM은 고속페이지모드 액세스라는 액세스방식을 갖고 있고,

어드레스의 상위부분(예를 들면 비트 9이상)이 일치하고 있는 경우의 연속 액세스에서는 고속인 액세스가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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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장치에서 표시하는 도형은 1/60초 또는 1/30초 주기이고, 도형의 크기나 위치를 조금씩 변화시켜 화면을 연속적

으로 볼 수 있는 것에 의해 그래픽도형의 동화표시를 실행한다. 이 때문에, CPU(4210)이나 그래픽 프로세서(20)은 1

/60초 또는 1/30초내에 1화면분의 묘화를 실행한다. 도형의 묘화는 다음의 수순으로 실행되고 1화면분을 반복해서 

처리한다.

[1] CPU(4210)에 의한 도형데이타의 좌표변환

표시할 도형에 대해서 방향이나 크기 등을 계산하고 도형의 정점좌표의 계산을 실행한다. 삼각형이나 사각형의 단순

도형을 다수 조합해서 구성한 복잡한 도형인 경우, CPU(4210)은 그 전체의 단순도형의 정점좌표를 계산한다.

[2] CPU(4210)에 의한 표시리스트의 작성

다수의 단순도형으로 이루어지는 복잡한 도형을 그래픽메모리(4240)에 묘화 하기 위해, CPU(4210)은 묘화 커맨드(

이하에서는 간단히 커맨드라 한다)를 그래픽 프로세서(4220)에 의해 실행될 수 있는 커맨드형식으로 변환해서 그래

픽메모리(4240)으로 전송한다. 통상은 단순도형단위의 커맨드를 조합해서 1도형분의 커맨드로 연결한다. 이 커맨드

가 연결된 것을 표시리스트라 한다. 표시리스트는 수십∼수백K바이트의 크기로 표시리스트영역(4241)에 저장된다.

[3] 그래픽 프로세서(4220)에 의한 묘화

이 표시리스트를 그래픽 프로세서(4220)이 순차 리드해서 리스트로 나타내는 커맨드에 따라 그래픽메모리(4240)내

의 묘화 표시영역(4242)에 묘화한다.

[4] 그래픽 프로세서(4220)에 의한 표시

묘화 표시영역(4242)에 묘화된 도형은 그래픽 프로세서(4220)에 의해 표시 타이밍에서 리드되어 표시유닛(425)에 

표시된다. 묘화 표시영역(4242)는 이중 버퍼로 구성되고 묘화와 표시의 버퍼가 교대로 전환된다.

이상의 [1]∼[4]의 처리를 1/60초 또는 1/30초 주기로 반복한다. 시스템 버스(4214)는 상기의 주기로 표시리스트의

데이타를 전송한다.

다음에, 그래픽 프로세서(4220)의 구성과 동작의 개략을 설명한다. CPU 인터페이스(4221)은 시스템제어 레지스터(

4232) 등의 레지스터류나 그래픽메모리(4240)을 액세스하도록 CPU(4210)을 제어한다. 묘화유닛(4223)은 그래픽

메모리(4240)내의 표시리스트를 페치하고, 그 리스트에 나타나는 커맨드에 따라서 묘화를 실행한다. 파라미터 변환

부(4222)는 필요에 따라 커맨드의 파라미터를 변환한다. 표시 컨트롤러(4224)는 묘화유닛(4223)이 묘화한 데이타를

표시하기 위한 제어를 실행한다.

이와 같이 그래픽 프로세서(4220)은 그 각 요소가 어떠한 처리를 실행할 때마다 그래픽메모리(4240)을 액세스하므

로, 그래픽메모리(4240)의 액세스효율을 향상시키는 것이 처리속도의 향상에 연결된다. 그래서, 그래픽 프로세서(42

20)은 액세스요구단위로 캐시와 FIFO를 갖는 것에 의해 액세스효율을 향상시킨다.

CPUFIFO(4225)는 CPU(4210)에 의한 그래픽메모리(4240)의 액세스를 고속화한다. 캐시1(4226)은 커맨드전용, 캐

시2(4227)은 텍스처전용, 캐시3(4228)은 묘화전용이다. 또, 그래픽 프로세서(4220)은 표시데이타용으로 표시버퍼(4

229)를 갖는다.

메모리 컨트롤러(4230)은 캐시1∼캐시3과 FIFO(4225) 등에서 그래픽메모리(4240)에 대한 액세스요구를 수신하고,

그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액세스를 제어한다. 메모리 인터페이스회로(4230)은 표시 컨트롤러(4224)로 부터의 액세스

를 최우선한다. 그러나, CPU(4210)이나 묘화유닛(4223)으로 부터의 액세스가 실행되고 있는 동안은 그들은 중단되

지 않고 표시 컨트롤러로 부터의 액세스가 대기된다.

시스템제어 레지스터(4232)는 그래픽 프로세서(4220)의 동작모드를 지정하는 레지스터이다. 레지스터(4232)는 CP

U(4210)의 캐시모드를 지정하는 CAM(CPU 액세스모드)비트를 갖고 있다.

도 43에 그래픽 프로세서(4220)의 단자기능[1]∼[5]를 도시한다.

[1] 시스템계

시스템모드의 설정과 클럭 및 리세트를 입력하는 단자이다. 그래픽 프로세서(4220)은 묘화계와 표시계로 독립한 클

럭을 입력할 수 있고, 표시유닛(4251)의 성능에 관계없이 묘화계는 상시 고속처리를 실행할 수 있다.

[2] CPU계

CPU 인터페이스(4221)용의 단자이다. CPU(4210)은 그래픽메모리(4240)의 전체공간과 시스템제어 레지스터(4232

) 등의 내부레지스터를 액세스할 수 있다. 그래픽메모리(4240)을 액세스하는 경우에는 CS0단자를 Low로, 레지스터

를 액세스하는 경우에는 CS1단자를 Low로 한다. 그래픽메모리(4240)으로의 라이트 액세스는 바이트단위가 가능하

게 되도록 라이트 인에이블을 2개 갖는다. 이 밖에 DMA전송을 제어하는 DREQ와 DACK단자, 버스사이클을 연장하

는 WAIT단자, CPU(4210)에 대해서 인터럽터를 발생시키는 IRL단자가 있다.

[3] 파워계

전원을 공급하는 단자는 클럭제어를 실행하는 PLL전용의 단자와 그밖의 일반용이 있다.

[4] 표시계

표시용의 단자에는 도트클럭출력(DCLK), 표시데이타출력(DD0-DD15), 동기신호의 입출력단자(HSYNC, VSYNC) 

등이 있다.

[5] 메모리계

그래픽메모리(4240)과의 인터페이스로서 DRAM을 직접 연결할 수 있는 단자를 구비하고 있다.

도 44에 그래픽 프로세서의 묘화커맨드를 도시한다. 사각형묘화 커맨드는 직사각형의 텍스처데이타를 임의의 사각형

으로 변형시키면서 묘화한다. 텍스처데이타 가 2진인 경우에는 컬러확장을 실행한다. LINE는 단일의 직선 또는 여러

개의 직선을 묘화한다. MOVE는 묘화개시점의 이동을 실행한다. LOFS는 묘화좌표의 원점을 이동시킨다. MOVE가 

실행된 후의 커맨드는 표시 리스트에 도시되는 좌표파라미터에 대해서 이 커맨드로 지정한 분만큼 좌표를 이동시켜 

묘화한다. AFFIN은 도형을 묘화하는 경우 회전이나 확대, 축소를 지정한다. 표시로 나타내어지는 좌표파라미터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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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AFFIN으로 지정한 분만큼 좌표를 회전(또는 확대, 축소)해서 묘화한다. JUMP는 표시리스트를 분기시킨다. GO

SUB는 표시리스트의 서브루틴을 불러온다. RET는 서브루틴에서 복귀한다. TRAP는 표시리스트의 페치를 종료한다.

FLASH는 텍스쳐데이타의 캐시인 캐시2(4227)내에 존재하는 데이타를 무효화하고 새롭게 그래픽메모리(4240)에서

데이타를 리드시킨다.

도 45에 그래픽 프로세서내의 각 레지스터의 데이타리스트를 도시하고, 이하에 그 기능을 설명한다.

[1] 시스템제어 레지스터

SRES는 묘화유닛(4223)을 소프트웨어에 의해 초기화하고, DRES는 표시 컨트롤러(4224)를 소프트웨어에 의해 초기

화한다. DAC는 표시영역(프레임버퍼영역)을 전환한다. RS는 표시리스트의 페치를 개시시킨다. CAM은 CPU(4210)

내의 캐시(4211)의 종류를 지정한다.

CPU(4210)이 그래픽메모리(4240)에 데이타를 저장하는 동작의 특징으로서 캐시(4211)가 카피백방식을 채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캐시의 라인사이즈분만큼 일괄해서 데이타를 라이트한다. 한편, 캐시(4211)은 라이트스루방식을 채용

하고 있는 경 우에는 1워드단위로 데이타를 라이트한다. 따라서, CAM의 설정에 의해 CPU의 캐시방식의 지정이나 

전환이 가능하게 된다.

[2] 상태레지스터

VBK는 표시 프레임의 전환을 통지한다. TRA는 TRAP 커맨드를 실행하여 표시리스트의 페치를 종료한 것을 통지한

다. DBF는 2개의 프레임버퍼에 대해 현재 어느쪽을 표시하고 있는 중인가를 나타낸다.

[3] 상태레지스터, 클리어 레지스터

대응하는 상태레지스터의 비트를 클리어한다.

[4] 인터럽터허가 레지스터

대응하는 상태레지스터의 각 비트에 의해 CPU(4210)에 인터럽터를 발생시키는 것을 지정한다.

[5] 렌더링모드

MWX는 화면의 횡폭이 512화소 이하인지 그렇지 않으면 513화소 이상 1024화소 이하인지를 지정한다. GBM은 1화

소가 8비트인지 16비트인지를 지정한다.

[6] 표시모드

SCM은 표시가 인터레이스인지 인터레이스가 아닌지를 지정한다. TVM은 TV동기모드인지 그렇지 않으면 마스터모

드인지를 지정한다. RCYN은 그래픽메모리(4240)의 리프레시 사이클수를 지정한다.

[7] 표시사이즈

레지스터가 표시화면의 X방향과 Y방향의 크기를 지정한다.

[8] 표시개시 어드레스

레지스터가 그래픽메모리(4240)상의 2개의 프레임버퍼의 개시어드레스를 지정한다.

[9] 표시리스트 어드레스

레지스터가 그래픽메모리(4240)상의 표시리스트의 개시어드레스를 지정한다.

[10] 소오스영역 개시어드레스

레지스터가 텍스처데이타의 저장영역의 개시어드레스를 지정한다.

[11] 표시제어관계 레지스터

레지스터번호 10∼1A는 표시제어에 관한 레지스터이다. 표시화면의 크기 등에 따라 표시데이타를 리드하는 타이밍

의 설정이나 수평/수직 동기신호의 사이클을 설정한다. 또, 표시리세트시, 출력레지스터는 표시리드가 실행되지 않을

때 화면에 표시하는 컬러값을 설정한다. 예를 들면 표시동작의 정지중에는 화면을 블루백(청색표시)으로 할 수 있다.

[12] 커맨드상태 레지스터

표시리스트의 페치를 정지했을 때의 메모리 어드레스를 통지하는 레지스터이다.

다음에, CPU(4210)이 그래픽메모리(4240)을 액세스하기 위한 CPUFIFO(4225)의 구성과 동작을 설명한다.

도 46은 CPUFIFO의 기능블럭도이다. CPU(4210)이 그래픽메모리(4240)의 저장동작을 실행할 때마다 CPU 인터페

이스(4221)에서 라이트요구신호가 보내진다. 그러 면, 카운터(4652)가 카운트업됨과 동시에 그 때의 CPU(4210)의 

라이트 어드레스와 데이타가 FIFO(4650)에 저장된다. 일치검출부(4653)에서 카운터(4652)의 값과 FIFO용량을 비

교하고, FIFO가 충분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으면, 플립플롭(4658)을 세트한다. 그 결과, CPU 인터페이스(4221)에는

FIFO(4650)의 번잡함이 통지되고, CPU(4210)이 더 이상 데이타를 저장하지 않도록 한다.

한편, 메모리 인터페이스회로(4230)에는 그래픽메모리(4240)의 라이트요구를 출력한다. 메모리 인터페이스회로(42

30)은 1워드의 데이타를 라이트할 때마다 카운터(4656)을 갱신하는 FIFO카운터 갱신신호를 출력한다. 카운터(4656

)의 값은 일치검출기(4655)에 의해 카운터(4652)의 값과 비교된다. 카운터(4656)은 FIFO(4650)의 리드 카운터이고,

카운터(4652)는 FIFO의 라이트 카운터이다. 이 2개의 값이 일치하면(즉 CPU(4210)에 의해 라이트된 워드수만큼 메

모리 인터페이스회로(4230)이 리드되면) 그래픽메모리(4240)의 라이트를 정지하기 위해 플립플롭(4658)을 리세트

한다.

프리런(free run) 카운터(4654)는 일정기간동안 CPU(4210)에 의한 라이트가 없는 경우 FIFO(4650)의 데이타를 그

래픽메모리(4240)에 라이트하도록 동작한다. 또, CPU(4610)이 그래픽메모리(4640)을 리드하는 경우나 묘화유닛(4

223)이 표시리스트의 페치를 개시하는 경우, 프리런카운터(4654)는 이들에 앞서 FIFO(4650)의 데이타를 그래픽메

모리(4240)으로 라이트하도록 동작한다.

다음에, CPU(4210)의 내부캐시(4211)의 방식의 차이에 의한 그래픽메모리(4240)의 액세스시간의 차이에 대해서 설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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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U(4210)의 캐시방식으로서 카피백방식과 라이트스루방식이 알려져 있다. 카피백방식에서는 CPU(4210)이 메모

리(4240)에 대한 저장명령을 실행해도 CPU(4210)내의 캐시(4211)만 변경되고, 메모리(4240)내의 데이타는 즉시 

변경되지는 않는다. 메모리(4240)이 변경되는 것은 캐시라인(cache line)이라고 하는 여러개의 워드의 데이타가 일

괄해서 캐시(4211)에서 메모리(4240)으로 따라 나오는 경우이다. 캐시라인의 데이타는 연속어드레스의 여러개의 워

드이다. 즉, FIFO(4650)을 경유해서 그래픽메모리(4240)으로 라이트되는 데이타의 어드레스가 연속하고 있다. 따라

서, DRAM의 고속페이지모드 액세스에 의해 CPU FIFO(4225)에서 단시간에 그래픽메모리(4240)으로 라이트를 할 

수 있다.

한편, 라이트스루방식은 CPU(4210)이 메모리(4240)에 대한 저장명령을 실행하면 1워드단위로 즉시 데이타가 메모

리(4240)으로 라이트된다. 따라서, 상기 FIFO(4650)에는 그래픽메모리(4240)으로 라이트하는 데이타가 불연속인 

어드레스로 되는 경우가 있다. 최악의 경우에는 전체가 불연속으로 되는 것도 있다. 어드레스가 불연속인 경우에는 D

RAM의 특성에 의해 CPU의 FIFO(4225)에서 그래픽메모리(4240)으로 라이트하는 시간이 길어진다. 최악의 경우에

는 카피백 방식에 비해 4배정도의 시간(최대 80사이클)으로 된다.

다음에, 묘화용 캐시(4228)의 구성과 동작을 설명한다. 도 47은 묘화용 캐시의 블럭도이다. 캐시3은 묘화전용이지만,

묘화유닛(4223)이 캐시3(4228)내의 데이타를 리드하지는 않는다. 즉, 묘화캐시(4228)은 묘화지의 밑그림과의 데이

타연산을 실행하는 기능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라이트동작만으로 된다. 밑그림을 리드할 필 요가 없으므로, 메모리액

세스량을 극단적으로 저감한 고속동작이 가능하게 된다.

묘화유닛(4223)이 데이타를 라이트하면, 레지스터파일(4700)에 묘화어드레스와 묘화데이타가 저장되고 카운터(470

1)가 카운트업된다. 카운터(4701)의 값이 일치검출부(4702)에서 비교되고, 레지스터파일(4700)이 충분하게 되면 플

립플롭(4703)을 거쳐 메모리 인터페이스회로(4230)으로 라이트요구를 출력한다. 묘화유닛(4223)은 캐시3(4228)에 

빈공간이 있는 상태로 1개의 도형묘화 커맨드가 종료된 경우에는 캐시의 데이타를 플래시시키는 기능을 갖는다. 플래

시신호가 활성으로 되면, 캐시(4228)은 카운터(4701)이 나타내는 워드수만큼 그래픽메모리(4240)으로 데이타를 라

이트한다.

이들 CPUFIFO(4225)나 캐시(4228)에 공통하는 점으로서 카운터(4652) 또는 카운터(4701)로 검출한 워드수 분만

큼의 라이트데이타의 전송을 실행하고, 쓸모없는 데이타전송을 실행하지 않는 것이다. 이점에 있어서, CPU 등에서 

사용되는 일반적인 캐시는 라인사이즈단위에서의 라이트로 되므로 리라이트를 실행하지 않는 부분의 데이타도 전송

한다.

도 48은 CPU의 어드레스맵핑을 도시한 도면이다. CPU(4210)의 소프트웨어는 그래픽메모리(4240)을 주메모리(11)

과 구별하는 일 없이 액세스할 수 있다.

그래픽메모리영역에서는 프레임버퍼0과 프레임버퍼1을 마련하고 있다. 그래픽의 동화상을 표시하는 경우, 1/60초단

위(또는 1/30초)로 프레임버퍼영역0, 1을 전환하여 표시를 실행한다. 묘화유닛(4223)은 상시 표시를 실행하고 있지 

않는 쪽의 프레임버퍼에 묘화한다. 이것에 의해 묘화의 도중상태를 표시하는 일 없이 고품 질의 동화상표시가 가능하

게 된다. 표시리스트영역도 2개 마련되고 묘화유닛(4223)과 CPU(4210)이 교대로 사용된다.

다음에, 표시 컨트롤러(4224)에 의한 그래픽메모리(4240)의 표시액세스와 표시버퍼(4229)의 제어방법에 대해서 설

명한다.

도 49는 표시 컨트롤러의 기능블럭도이다. 표시 컨트롤러(4224)는 표시유닛(4251)에 대해서 동기신호(HSYNC, VS

YNC)와 표시데이타를 출력하여 표시 유닛(4251)의 화면에 도형을 표시한다. 타이밍제어부(4946)은 동기신호(HSY

NC, VSYNC)를 생성함과 동시에 표시데이타 출력제어(4945)에 대해서 표시버퍼(4229)의 데이타의 출력타이밍을 

통지한다.

표시버퍼(4229)는 그래픽메모리(4240)의 표시영역의 데이타의 일부를 버퍼링한다. 예를 들면, 표시버퍼(4229)가 12

8워드이면, 1화소가 1바이트인 시스템에서는 256화소분의 데이타를 유지하고 있게 된다.

또, 그래픽메모리(4240)에서 표시버퍼(4229)로의 데이타전송속도는 표시버퍼(4229)에서 표시유닛(4251)로의 그것

보다 충분히 고속이다. 예를 들면, 전자는 28MHz로 동작하고, 후자는 14MHz로 동작한다. 따라서, 그래픽메모리(42

40)으로 부터의 표시데이타의 리드타이밍이 다소 어긋나도 표시유닛(4251)로의 데이타전송 타이밍은 상시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

표시버퍼(4249)의 리드와 라이트는 이하와 같이 실행된다. 표시데이타 출력제어부(4945)는 표시도트클럭(그래픽 프

로세서(4220)의 DCLK단자의 출력으로서 표시유닛(4251)의 1화소단위의 클럭)에 맞추어 리드어드레스 레지스터(49

42)가 나타 내는 어드레스에서 순차적으로 표시버퍼(4229)를 리드하여 표시데이타를 표시유닛(4251)로 출력함과 동

시에 리드어드레스 레지스터(4942)를 갱신한다.

한편, 그래픽메모리 액세스제어부(4940)은 그래픽메모리 액세스 트리거신호에 의해 기동되고, 연속액세스 워드수(예

를 들면 32워드/64워드)로 설정되는 워드수 분만큼 메모리 인터페이스회로(4230)을 거쳐서 그래픽메모리(4240)을 

리드하고 리드한 데이타를 표시버퍼(4229)로 라이트한다. 라이트 어드레스는 라이트어드레스 레지스터(4941)에서 

지시된다.

라이트 어드레스 레지스터(4941)와 리드 어드레스 레지스터(4942)는 감산기(4943)에서 상시 감산되고, 그 차분값은

비교기(4944)에서 정수값과 비교된다.

즉, 차분값이 설정되어 있는 정수값(예를 들면 12워드 또는 48워드) 이하로 되면, 상기의 트리거신호가 출력되고 그

래픽메모리 액세스제어부(4942)는 그래픽메모리(4240)을 표시액세스하여 표시데이타를 표시버퍼(4229)에 축적한

다.

도 50은 이상의 동작을 도시한 타임도이다. 그래픽메모리(4240)에 대한 표시액세스의 최초의 동작은 HSYNC신호에 

의해 개시된다. 이 표시액세스에 의해 표시버퍼(4229)에 유지된 데이타의 수가 상승하여 1회의 표시액세스로 리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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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연속액세스 워드수(도면에서는 32워드)에 도달하면, 표시액세스는 중단하고, 버퍼(4229)에 축적되어 있는 표시데

이타는 표시유닛(51)로 전송되어 점차 감소한다. 그리고, 정수A(도면에서는 12워드) 이하로 감소하면, 표시 컨트롤러

(4224)에서 메모리 인터페이스회로(4230)으로 표시액세스의 요구가 발행되고, 요구가 허가되면 그래픽메모리(4240

)에 대한 표시액세스가 재차 실행된다. 이 예에서 1화면이 320x240도트인 경우 1화면분의 표시를 위해서는 1200회

의 표시액세스가 반복된다.

표시버퍼(4229)로의 라이트는 리드에 비해 고속으로 실행되므로, 표시액세스 요구신호가 발행되고 나서 표시액세스

가 개시될 때까지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

도시한 표시액세스 유예시간Td가 이것에 상당하고, Td를 경과해도 표시액세스가 개시되지 않으면 표시버퍼(4229)

가 비게 되어 표시유닛(4251)의 화면이 흐트러지게 된다. 상술한 바와 같이 메모리 인터페이스회로(4230)은 표시액

세스를 최우선으로 실행하지만, 그 요구시에 CPU 등의 다른 액세스가 실행중인 경우에는 그 종료까지 표시액세스가 

대기된다.

따라서, 표시버퍼(4229)가 비게 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그래픽 프로세서(4240)의 다른 액세스시간 Ta이 Td보

다 작은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 Ta의 최대시간에서 정수A가 결정된다.

그 밖의 액세스, 특히 CPU(4210)에 의한 묘화커맨드의 라이트 액세스는 빈도가 높고, 그 액세스시간은 캐시방식과 

상이하고, 카피백방식과 라이트스루방식에서는 최대 약 4배나 상이하다.

도 51은 도 50에 비해 Ta가 4배로 되는 예의 동작을 도시한 타임도이다. 표시액세스의 요구를 발행하는 정수B는 정

수A의 워드수의 4배의 48워드길이로 된다. 또, 1회의 표시액세스로 리드하는 연속워드수도 증가하고 이 예에서는 64

워드로 하고 있다. 즉, 이 예에 있어서의 1화면분의 표시액세스는 600회로 된다.

본 실시예에서는 도 49과 같이 표시 컨트롤러(4224)에서는 비교기(4944)에서 설정되는 정수로 A=12와 B=48의 2종

류, 그래픽메모리 액세스제어부(4940)에서 설정되는 연속액세스 워드수로 a=32, b=64의 2종류를 준비하고, CPU(1

0)의 캐시 방식에 따라 상술한 시스템제어 레지스터의 CAM비트(도 45)의 지정에 대응해서 선택하도록 구성되어 있

다. 즉, CAM비트의 값이 카피백방식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A와 a의 값을, 라이트스루방식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B와 

b의 값을 선택한다.

이것에 의하면, CPU가 카피백방식을 채용하는 경우 라이트스루방식의 경우에 비해 1회의 표시액세스시간을 1/4로 

단축할 수 있고, 그 만큼 CPU의 라이트 액세스의 회수를 증가할 수 있으므로, 고속의 그래픽을 고속의 메모리 시스템

에 의하지 않고 실현할 수 있다.

또, CAM비트값을 전환할 뿐 다른 캐시방식에 대응할 수 있으므로, 그래픽프로세서의 범용성이 높아진다. 또, 캐시방

식이 다른 여러개의 CPU에 의해 그래픽메모리가 라이트되는 시스템에 있어서, 라이트액세스를 발행한 CPU의 캐시

방식에 따라 그래픽 프로세서의 표시액세스방식을 전환하므로, 고속의 캐시방식에 의한 그래픽을 희생하는 일이 없

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의하면, 통합화메모리방식을 사용해서 프로세서 전체의 처리성능의 열화를 저감할 수 있다.

그래픽 프로세서에 대해 CPU의 캐시방식의 차이를 설정하는 것에 의해 그래픽메모리를 효율좋게 액세스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그래픽 표시 처리의 고속화를 도모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CPU;

표시데이타를 저장하는 프레임버퍼로서 사용되는 주메모리의 일부를 포함하는 주메모리;

상기 프레임버퍼에 저장된 표시데이타를 사용하는 표시유닛으로의 표시데이타의 표시를 제어하는 표시 컨트롤러 및;

메모리버스를 경유하여 상기 주메모리에 접속되고, CPU버스를 경유하여 상기 CPU에 접속되고, 로컬버스를 경유하

여 상기 표시 컨트롤러에 접속되며, 상기 CPU버스와 상기 메모리버스 사이에서 상기 CPU의 주메모리로의 메모리 액

세스 시퀀스를 중계하고, 상기 로컬버스와 상기 메모리버스 사이에서 상기 표시 컨트롤러의 주메모리로의 메모리 액

세스 시퀀스를 중계하는 메모리 컨트롤러를 포함하고,

상기 메모리 컨트롤러는 항상 상기 CPU의 메모리 액세스 시퀀스를 우선하기 위해, 상기 표시 컨트롤러의 메모리버스

로의 메모리 액세스 시퀀스의 중계중에 상기 CPU의 주메모리로의 메모리 액세스 시퀀스가 상기 CPU버스상에서 개

시한 경우, 상기 표시 컨트롤러의 주메모리로의 메모리 액세스 시퀀스의 실행을 중지시키는 수단을 포함하고,

상기 메모리 컨트롤러는 상기 CPU의 주메모리로의 메모리 액세스 시퀀스의 종료후에 상기 표시 컨트롤러의 주메모

리로의 메모리 액세스 시퀀스의 실행을 재개하고, 상기 메모리 액세스 시퀀스의 미실행의 부분을 실행하는 수단을 포

함하고,

상기 메모리 컨트롤러는 실행이 중지된 경우, 상기 표시 컨트롤러의 주메모리로의 메모리 액세스 시퀀스를 위해 상기

주메모리에서 상기 메모리버스로 출력된 데이타를 저장하는 버퍼를 포함하고, 상기 표시 컨트롤러의 메모리 액세스 

시퀀스가 재개된 경우, 상기 버퍼에 저장된 데이타를 상기 표시 컨트롤러로 출력하고, 상기 메모리버스의 스루풋과 

상기 CPU버스의 스루풋의 차는 상기 주메모리에서 데이타를 리드하는 상기 표시 컨트롤러의 리드 레이트보다 큰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타 프로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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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주메모리는 페이지모드의 액세스 시퀀스에 의해 액세스된 메모리이고, 상기 메모리 컨트롤러의 상기 버퍼는 상

기 메모리버스로 중계한 상기 표시 컨트롤러의 메모리 액세스 시퀀스에 포함되는 로우 어드레스를 저장하고, 상기 표

시 컨트롤러의 메모리 액세스 시퀀스의 실행을 재개하기 전에, 상기 저장된 로우어드레스를 상기 메모리버스를 거쳐

서 상기 주메모리로 출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타 프로세서.

청구항 3.
CPU;

표시데이타를 저장하는 프레임버퍼로서 사용되는 주메모리의 일부를 포함하는 주메모리;

상기 프레임버퍼에 저장된 표시데이타를 사용하는 표시유닛으로의 표시데이 타의 표시를 제어하는 표시 컨트롤러 및

;

메모리버스를 경유하여 상기 주메모리에 접속되고, CPU버스를 경유하여 상기 CPU에 접속되고, 로컬버스를 경유하

여 상기 표시 컨트롤러에 접속되며, 상기 CPU버스와 상기 메모리버스 사이에서 상기 CPU의 주메모리로의 메모리 액

세스 시퀀스를 중계하고, 상기 로컬버스와 상기 메모리버스 사이에서 상기 표시 컨트롤러의 주메모리로의 메모리 액

세스 시퀀스를 중계하는 메모리 컨트롤러를 포함하고,

상기 메모리 컨트롤러는 상기 표시 컨트롤러의 메모리버스로의 메모리 액세스 시퀀스의 중계중에 상기 CPU의 주메

모리로의 메모리 액세스 시퀀스가 상기 CPU버스상에서 개시한 경우, 상기 표시 컨트롤러의 주메모리로의 메모리 액

세스 시퀀스의 실행을 중지시키는 수단을 포함하고,

상기 메모리 컨트롤러는 상기 CPU의 주메모리로의 메모리 액세스 시퀀스의 종료후에 상기 표시 컨트롤러의 주메모

리로의 메모리 액세스 시퀀스의 실행을 재개하고, 상기 메모리 액세스 시퀀스의 미실행의 부분을 실행하는 수단을 포

함하고,

상기 메모리 컨트롤러는 압축 후에 상기 주메모리에 저장된 주메모리 데이타 의 어드레스범위를 저장하는 어드레스 

저장수단을 포함하고,

상기 메모리 컨트롤러는 상기 데이타를 압축하는 압축수단을 포함하고,

상기 메모리 컨트롤러는 상기 압축된 데이타를 복원하는 복원수단을 포함하고,

상기 메모리 컨트롤러는 상기 주메모리로의 상기 CPU버스상의 상기 CPU의 메모리 액세스 시퀀스가 상기 압축수단

에 의해 압축한 데이타의 상기 어드레스 저장 수단에 등록된 어드레스 범위에서 데이타를 라이트하는 메모리 액세스 

시퀀스인 경우, 라이트를 위한 메모리 액세스 시퀀스를 상기 주메모리로 중계하는 수단을 포함하고,

상기 메모리 컨트롤러는 상기 주메모리로의 상기 로컬버스상의 상기 표시 컨트롤러의 메모리 액세스 시퀀스가 상기 

주메모리에 저장된 압축데이타의 상기 어드레스 저장수단에 등록된 어드레스 범위에서 데이타를 리드하는 메모리 액

세스 시퀀스인 경우, 리드를 위한 메모리 액세스 시퀀스를 상기 메모리버스로 중계하고, 또한 상기 주메모리에서 리

드된 데이타의 상기 복원수단에 의해 복원한 데이타를 상기 로컬버스로 중계하는 수단을 포함하고,

압축후에 저장된 주메모리 데이타의 어드레스범위가 프레임버퍼로서 사용하고, 상기 압축은 3이상의 화소에 대응하

는 3이상의 데이타중 2개의 데이타를 제1 데이타, 제2 데이타로서 선택하고, 상기 3이상의 데이타를 상기 제1 데이타

, 상기 제1 데이타와 제2 데이타의 차분값을 나타내는 데이타 및 상기 3이상의 데이타의 각각이 상기 제1 데이타와 

제2 데이타의 어느쪽에 가까운지를 나타내는 데이타로 변환하는 압축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세서.

청구항 4.
CPU의 주메모리의 액세스를 제어하는 주컨트롤러 IC칩으로서,

표시데이타를 저장하는 프레임버퍼로서 주메모리의 일부를 사용하고 표시데이타의 표시를 제어하는 표시 컨트롤러 

및;

메모리버스를 경유하여 상기 주메모리에 접속되고, CPU버스를 경유하여 상기 CPU에 접속되고, 로컬버스를 경유하

여 상기 표시 컨트롤러에 접속되고, 상기 CPU버스와 상기 메모리버스 사이에서 상기 CPU의 주메모리로와 상기 메모

리 액세스 시퀀스를 중계하고, 상기 로컬버스와 상기 메모리버스 사이에서 상기 표시 컨트롤러의 주메모리로의 메모

리 액세스 시퀀스를 중계하여 상기 CPU로의 메모리 액세스 우선권을 마련하는 메모리 컨트롤러를 포함하고,

상기 메모리 컨트롤러는

상기 표시 컨트롤러의 메모리버스로의 메모리 액세스 시퀀스의 중계중에 상기 CPU의 주메모리로의 메모리 액세스 

시퀀스가 상기 CPU버스상에서 개시한 경우, 상기 표시 컨트롤러의 주메모리로의 상기 메모리 액세스 시퀀스의 실행

을 중지시키고, 상기 CPU의 주메모리로의 메모리 액세스 시퀀스의 종료후에 상기 표시 컨트롤러의 주메모리로의 메

모리 액세스 시퀀스의 실행을 재개하고, 상기 메모리 액세스 시퀀스의 미실행의 부분을 실행하는 제어회로 및

상기 표시 컨트롤러의 메모리 액세스 시퀀스의 실행이 중지되는 동안에 상기 표시 컨트롤러에서 메모리 액세스요구

를 저장하는 버퍼를 구비하고, 상기 저장된 액세스요구는 상기 표시 컨트롤러의 메모리 액세스 시퀀스의 실행을 재개

하는데 사용하고,

상기 메모리버스의 스루풋과 상기 CPU버스의 스루풋의 차는 상기 주메모리에서 데이타를 리드하는 상기 표시 컨트

롤러의 리드레이트보다 큰 것을 특징으로 하는 주컨트롤러 IC칩.

청구항 5.
CPU;

프로그램과 표시데이타를 저장하는 메모리 및;

상기 CPU에서 상기 메모리로의 액세스요구를 우선하기 위해 CPU버스를 경유하여 상기 CPU에 접속되고, 메모리버

스를 경유하여 메모리에 접속된 메모리 컨트롤러를 포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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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메모리 컨트롤러는 상기 메모리에 저장된 표시데이타를 리드하는 표시 컨트롤러와 상기 표시 컨트롤러에서 상

기 메모리로의 액세스요구를 저장하는 버퍼를 구비하고, 상기 CPU로부터의 액세스요구에 응답해서 상기 표시 컨트

롤러에 의한 메모리 액세스를 실행하고,

상기 표시 컨트롤러는 상기 CPU로부터의 메모리 액세스의 종료후에 상기 버퍼에 저장된 액세스요구에 따라서 상기 

메모리 액세스의 실행을 재개하고,

상기 메모리버스의 스루풋과 상기 CPU버스의 스루풋의 차는 상기 메모리에서 데이타를 리드하는 상기 표시 컨트롤

러의 리드 레이트보다 큰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타 처리 시스템.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버퍼내에 저장된 상기 표시 컨트롤러의 액세스요구는 리드 요구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타 처리 시

스템.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리드 요구는 리드 커맨드와 어드레스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타 처리 시스템.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리드 요구는 상기 메모리에서 리드된 데이타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타 처리 시스템.

청구항 9.
제5항에 있어서,

상기 버퍼내에 저장된 상기 표시 컨트롤러의 액세스요구는 라이트 요구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타 처리 

시스템.

청구항 10.
제5항에 있어서,

상기 라이트요구는 라이트 커맨드와 어드레스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타 처리 시스템.

청구항 11.
CPU;

프로그램과 표시데이타를 저장하는 메모리 및;

상기 CPU에서 상기 메모리로의 액세스요구를 우선하기 위해, CPU버스를 경유하여 상기 CPU에 접속되고, 메모리버

스를 경유하여 상기 메모리에 접속된 메모리 컨트롤러를 포함하고,

상기 메모리 컨트롤러는 상기 메모리에 저장되는 표시데이타를 생성하는 묘화회로 및 상기 묘화회로에서 상기 메모

리로 액세스요구를 저장하는 버퍼를 구비하고, 상기 CPU로부터의 액세스요구에 응답해서 상기 묘화회로에 의한 메

모리 액세스의 실행을 중지하고,

상기 묘화회로는 상기 CPU로부터의 메모리 액세스의 종료후에 상기 버퍼에 저장된 액세스요구에 따라서 메모리 액

세스의 실행을 재개하고,

상기 메모리버스의 스루풋과 상기 CPU버스의 스루풋의 차는 상기 메모리에서 데이타를 리드하는 상기 묘화회로의 

리드 레이트보다 큰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타 처리 시스템.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버퍼에 저장된 상기 묘화회로의 액세스요구는 리드 요구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타 처리 시스템.

청구항 13.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버퍼에 저장된 상기 묘화회로의 액세스요구는 라이트 요구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타 처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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