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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처리 시스템 및 컴퓨터 시스템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a 내지 1c도는 본 발명에 따라 구성된 정보 처리 시스템의 블록도.

제2a 내지 2c도는 제1도의 정보 처리 시스템에 도시된 시스템 중재 제어점의 일 실시예를 도시한 블록도.

제3a 내지 3d도는 제1도의 정보 처리 시스템에 도시된 시스템 중재 제어점의 다른 실시예를 도시한 블록
도.

제4a도는 제2도 및 제3도에 도시된 실시예에 대응하는 중재 모드동안 시스템 중재 제어점으로의 다른 입
력의 정의를 나타내는 테이블.

제4b도는 제2도 및 제3도에 도시된 실시예에 대응하는 승인(grant) 모드동안 시스템 중재 제어점으로의 
다른 입력의 정의를 나타내는 테이블.

제5도는 멀티플렉스 중재 측대역 신호를 나타내는 테이블.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2 : 프로세서, 캐시 및 메모리 복합체       14 : S-버스 장치들

18 : 주 PCI 장치                                    20 : PCI 호스트 브리지

22 : 주 PCI 버스                                    24 : CPU

28 : 이중 버스 메모리 제어기                  32 : 기본 시스템 메모리

44 : I/O 제어기                                      56 : 주변 I/O 장치

78 : 2차 PCI 중재 제어점                       90 : 표준 I/O 장치

92 : 표준 I/O 버스                                 94 : 2차 PCI 장치

96 : 2차 PCI 버스                                 100 : 뱅크 중재 제어점

102 : PCI 중재 제어점                           104 : 직접-접속 중재 제어점

106 : 직접-접속 MC-A 장치 지원부      110 : 중앙 중재 제어점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컴퓨터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메모리 동작(memory operations)에 관한 것으로, 특히, 버스 브리
지(bus  bridge)에 의해 연결된 다수의 버스를 구비하는 컴퓨터 시스템에서 직접 메모리 액세스(direct 
memory access : DMA) 동작을 위한 지원 논리(logic support)에 관한 것이다.

컴퓨터 시스템은 전형적으로 하나 이상의 버스를 포함하며, 시스템내의 각 버스에는 버스에 접속되어 그 
버스를 통해 상호 국부적으로 통신하는 장치(devices)가 접속된다. 그러나, 한 버스에 접속된 장치가 다
른 버스에 접속된 장치로부터 정보를 판독하거나 그 장치에 기록할 필요가 있는 경우, 상이한 버스를 통
한 범시스템적인 통신(system-wide communication)이 필요하다. 상이한 버스를 통한 장치 사이의 범시스
템적인 통신을 허용하려면 한 버스와 다른 버스의 통신 프로토콜(communications protocol)을 매칭시키기 
위한 버스-버스 브리지(bus-to-bus bridge)[인터페이스(interfaces)]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미 알려진 버스-버스 브리지로는 IBM사에 양도된 다음의 계류중인 특허 출원에 개시되어 있는 것들이 
있으며, 이들 계류중인 특허 출원은 모두 1992년 1월 2일 출원되었다. : 이중 버스 구조를 가진 컴퓨터 
시스템의 버스 제어 논리(BUS CONTROL LOGIC FOR COMPUTER SYSTEM HAVING DUAL BUS ARCHITECTURE)라는 명
칭의 미합중국 특허 출원번호 제07/815,992호 ;  패리티 에러 검출과 복구(PARITY  ERROR  DETECTION  AND 
RECOVERY)라는  명칭의  미합중국  특허  출원번호  제07/816,184호  ;  캐시  스누핑과  데이터  무효화 기법
(CACHE SNOOPING AND DATA INVALIDATION TECHNIQUE)이라는 명칭의 미합중국 특허 출원번호 제07/816,204
호 ; 이중 버스 구조를 가진 컴퓨터 시스템의 버스 인터페이스 논리(BUS INTERFACE LOGIC FOR COMPUTER 
SYSTEM HAVING DUAL BUS ARCHITECTURE)라는 명칭의 미합중국 특허 출원번호 제07/816,203호 ; 버스 인터
페이스  장치의  양방향성  데이터  저장  장치(BIDIRECTIONAL  DATA  STORAGE  FACILITY  FOR  BUS  INTERFACE 
UNIT)라는 명칭의 미합중국 특허 출원번호 제07/816,691호 ; 버스 동작 속도를 제어하기 위한 버스 인터
페이스(BUS INTERFACE FOR CONTROLLING SPEED OF BUS OPERATION)라는 명칭의 미합중국 특허 출원번호 제
07/816,693호 ; 이중 버스 구조를 가진 컴퓨터 시스템의 중재 제어 논리(ARBITRATION CONTROL LOGIC FOR 
COMPUTER SYSTEM HAVING DUAL BUS ARCHITECTURE)라는 명칭의 미합중국 특허 출원번호 제07/816,116호 : 
버스-버스  인터페이스에서  어드레스  위치를  결정하기  위한  방법  및  장치(METHOD  AND  APPARATUS  FOR 
DETERMINING  ADDRESS  LOCATION  AT  BUS  TO  BUS  INTERFACE)라는  명칭의  미합중국  특허  출원번호 제
07/816,698호. 이들 출원은 시스템의 상이한 버스에 접속된 장치의 범시스템적인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장치를 개시한다.

다중-버스 컴퓨터 시스템에서 각 버스-버스 브리지는 시스템의 2개의 버스를 접속하는데 사용된다. 소정
의 컴퓨터 시스템을 구성함에 있어서는 다양한 형태의 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표준 I/O 버스는 기존의 
주변 I/O 장치를 보다 집중화된 고성능 버스 구변에 구축된 시스템에 접속하는데 종종 사용되는 예를 들

어 ISA 또는 MICRO CHANNEL
R
(MC-A) 버스등을 포함한다.

점차 널리 채택하고 있는 고성능 버스의 하나는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내에 상당량의 데이터(초당 120메가
바이트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PCI(Peripheral Component Interconnect) 버스이다. PCI 버스는, 부
분적으로는, CPU가 접속될 수 있는 시스템 버스와 같은 다른 고속의 버스에 직접 연결될 수 있고, 따라서 
시스템 버스에 접속된 장치와 PCI 버스에 접속된 장치사이에 신속한 데이터 전송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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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러한 고도의 성능을 발휘한다. 사실상, 그래픽 패키지 제어기(graphics package controllers)와 같
은 다수의 고집적 장치(high integration devices)의 동작에는 PCI 버스와 같은 고성능 버스를 통해 시스
템 버스까지 직접 접속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우기, PCI 버스 구조는 이 버스 구조에 접속된 주변 장치를 
동작시킴에 있어 어떠한 글루 논리(glue logic)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다른 버스에 적용되는 글루 논리
는 전형적으로 주변 장치와 버스의 중간에 설치된 디코더(decoders), 버퍼(buffers) 또는 래치(latches)
와 같은 보조 하드웨어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다.

주(primary) PCI 버스는 33MHz의 동기 클록 신호상에서 동작하고, PCI 버스를 통해 전송되는 데이타 스트
링(strings of data)은 32-비트 길이이다. PCI 버스상의 32-비트 데이타 스트링은 2중 단어(double word, 
DWORD)라 불리며 각각 8비트 데이타로 구성된 4바이트로 나누어진다.  PCI 버스를 통해 전송되는 어드레
스와 데이타 정보는 하나의 신호로 멀티플렉스(multiplex)된다. 이러한 멀티플렉싱(multiplexing)으로 인
하여, 다른 버스 구조와는 달리, 어드레스 라인과 데이타 라인을 분리시킬 필요가 없으며, 따라서 PCI 버
스 환경에서 필요한 신호양이 감소된다. PCI 버스 구조에서 필요한 신호의 수는 45 내지 47 사이인 반면
에  비멀티플렉스형  버스들(non-multiplexed  buses)은  전형적으로  이  보다  2배  정도의  신호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신호의 수가 감소함에 따라 장치를 PCI 버스와 연결시키기 위해 필요한 연결핀(connection 
pin)의 수가 또한 상응한 수치만큼 감소된다. 따라서, PCI 구조는 특히 고집적 데스크탑(desktop) 컴퓨터 
시스템에 적합하다.

PCI  버스의  구조  및  동작의  보다  상세한  설명은,  PCI  스페셜  인터레스트  그룹(PCI  Special  Interest 
Group)이, 1993년 4월 30일 발행한 주변 구성장치 상호접속(PCI) 개정판 2.0사양(Peripheral Component 
Interconnect(PCI) Revision 2.0 Specification)과 ; 1992년 11월 1일 발행한 예비 PCI 시스템 디자인 가
이드(Preliminary PCI System Design Guide) 개정판 0.6과 ; 1992년 11월 6일 발행한 주변 구성장치 상호
접속(PCI) 애드-인 보드/커넥터 어덴덤(Peripheral Component Interconnect(PCI) Add-in Board/Connector 
Addendum) (안)에서 제공되어 있으며, 이들 참조문헌의 내용은, 이들이 본 명세서에서 충분히 개시된 것
으로 하여 참조로 인용된다.

그러나, 컴퓨터 시스템에서 PCI 버스와 표준 I/O 버스를 인터페이스함에 있어 PCI 버스와 표준 I/O 버스
간의 프로토콜이 다르다면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면,  직접 메모리 액세스(direct  memory  access  : 
DMA) 사이클은 표준 I/O 버스에 접속된 I/O 장치와 대조적으로 PCI 버스에 접속된 PCI 장치에 의해 상이
하게 처리될 수도 있다. DMA 사이클은 CPU의 개재없이  DMA 제어기에 의해 시스템 메모리와 입력/출력 유
니트 사이에서 데이타를 전달하는 동작이다. PCI 버스에 직접 연결된 대부분의 장치는 일반적으로 그 자
체내에 DMA 제어 논리가 내장된 고성능 32비트 버스 마스터 장치(bus master device)이다. 이러한 버스 
마스터 장치는 시스템에 제공된  DMA제어기에 의존할 필요는 없으며, 따라서 이러한 버스 마스터 장치는 
시스템 DMA 제어기에 의존하여 데이타 전송을 개시하는 대신에 자체적으로  DMA 전송을 개시한다. DMA 슬
레이브 장치(slave device)는 전형적으로 저성능으로 저가이며, DMA 전송을 실행하는데는 시스템 DMA 제
어기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전형적인 DMA 슬레이브 장치의 예는 직렬 포트, 병렬 포트 및 플로피 디스크 장치이다. 하드웨어 및 소프
트웨어를 ISA 또는 MC-A 버스와 같은 표준  I/O 버스를 가지는 어떠한 시스템과 호환성을 유지하기 위해
서는, 표준 시스템 DMA 제어기뿐 아니라 표준 I/O 장치가 시스템내에 존재하여야 한다. DMA 제어기는 ISA 
또는 PS2 구조로 구성될 수도 있다. ISA와 PS2 DMA 제어기가 약간의 차이점이 있을 지라도, 이들은 모두 
중재 및 데이타 전송을 제어하기 위하여 특수한 신호 집합을 필요로 한다. DMA 제어기는 기존의 하드웨어
(I/O 장치)와 호환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하며, ISA/PS2 구조는 기존의 소프트웨어와 호환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하다.

DMA 제어기는 중재, 버스 사이징(bus sizing), DMA 사이클[예로, 전송 타이밍과 단자 수(terminal count) 
및 여러 동작 모드(예로, 싱글(single)/버스트(burst)/디맨드(demand)/캐스케이드(cascade)]을 요하는 특
수 기능을 수행한다. DMA제어기는 표준 I/O 버스상에 배치되는 것이 전형적이며, 이것은 시스템이 표준 
I/O 버스 없이 구축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PCI 버스는 신호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또는 PCI 버스상에 
배치된 DMA 제어기를 가지는 시스템을 지원하지 못한다.

표준 I/O 버스상의 I/O 장치는 성능면에 있어서 아마도 PCI 버스에 접속된 장치보다 떨어지게 되며 DMA 
사이클을 실행하는데 있어서 DMA 제어기의 도움을 필요로 할 것이다(예로, DMA 제어기가 내장되지 않은 
8, 16 또는 32비트 I/O 장치). DMA 제어기는 상이한 유형의 슬레이브 장치에 대해  DMA 사이클을 관리할
때 동적 버스 사이징(dynamic bus sizing)을 필요로 한다. 즉, DMA 제어기는 특정 슬레이브 장치를 대신
하여 DMA 사이클을 관리할때 그 특정한 슬레이브 장치의 사이즈(8비트, 16비트 등)를 아는데 필요하다. 

이러한 동적 버스 사이징은 전형적으로 AT , ISA 또는  MICROCHANNEL  버스와 같은 표준 I/O 버스상에 

지원된다.

그러나, PCI 버스는 그러한 동적 버스 사이징 능력을 갖추도록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PCI 버스는 
DMA 슬레이브 장치에 관련된 DMA 사이클 동작을 지원할 수 없다. DMA 슬레이브 장치는 표준 I/O 브리지에 
접속되고, 이어서 그 표준 I/O 브리지는 PCI 버스에 접속되므로 상기 DMA 슬레이브 장치는 그것을 대신하
여 DMA 제어기에 의해 PCI 버스를 통하여  DMA 동작을 실행시킬 수 없다. 그러나, 멀티 버스 시스템 구조
는, 표준 I/O 버스에 접속된 DMA 슬레이브 장치가 PCI 버스를 통하여 시스템 메모리를 액세스하도록 요구
되는 경우에, 상술한 DMA 동작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표준 버스 브리지에 의해(PCI 버스와 같은) 고성능 버스에 접속된 표준 I/O 
버스상의 DMA 슬레이브 장치에 대한 DMA 사이클을 지원하는 메카니즘을 제공하여, DMA 제어기가 상기 슬
레이브 장치를 대신하여 PCI 버스를 통하여 시스템 메모미로의 DMA 사이클을 실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상
기 메카니즘은 시스템 DMA 제어기를 항시 PCI 버스상에 존재하게 해주는 표준 I/O 브리지로 측대역 인터
페이스를  규정함으로써  제공된다.  측대역  인터페이스를  이용함으로써,  선택적인  확장  버스(expansion 
bus)상에서 DMA 슬레이브 장치를 지원할 수 있다. 더우기, DMA 특수 측대역 신호는 기존의 측대역 신호와 
함께 멀티플렉스될 수도 있다.

본 발명은 슬레이브 I/O 장치를 대신하여 PCI 버스를 통하여 DMA 사이클을 지원하는 문제를 해결한다.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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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은 DMA 제어기와 표준 DMA-호환(compatible)확장 버스 사이에서 필요한 접속을 제공하는 측대역 신호
를 포함하는 PCI 버스까지로의 연장을 규정한다. 측대역 신호의 몇개는 중재신호와 함께 멀티플렉스됨으
로써 PCI 버스상에서 DMA 사이클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핀수(pin count)가 줄어든다.

I/O 장치를 대신하여 PCI 버스를 통한 I/O 사이클을 관리하기 위하여, DMA 제어기는 I/O 사이클을 관리하
기 위한 I/O 장치의 버스 사이즈를(즉, I/O 장치가 8, 16 또는 32비트 장치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러한 정보는 멀티플렉스된 측대역 신호에 의해 제공된다. 이 측대역 신호는 DMA 호환 확장 버스를 지원하
는 I/O 브리지와 DMA 제어기를 서로 직접 연결시켜준다.

이제 제1도를 살펴보면, (i) S-버스(시스템 버스)(16)를 통해 S-버스 장치(14)에 접속된 프로세서, 캐시 
및 메모리 복합체(processor, cache and memory complex)(12)와, (ii) 주 PCI 버스(22)를 통해 S-버스 장
치중 하나, 즉, 주 PCI 호스트 브리지(20)에 접속된 주 PCI 장치(18)를 구비한 다중-버스 정보 처리 시스
템(multi-bus information handling system)(10)이 도시되어 있다. 제1도에 도시된 프로세서, 캐시 및 메
모리 복합체(12), S-버스 장치(14), 주 PCI 장치(18)와 다른 구성장치들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이하
에서 제공될 것이다.

프로세서, 캐시 및 메모리 복합체(12)는 중앙 처리 장치(CPU, 24), 자기-진단 회로(self-test 
circuit)(26), 이중 버스 메모리 제어기(28), CPU 캐시(30), 그리고 기본 시스템 메모리(32)를 포함한다. 
비록 상기 시스템(10)이 다른 형태의 CPU, 특히 다른 x86-형 마이크로프로세서를 사용해 구현될 수도 있
지만, 바람직한 실시예의 CPU(24)는 인텔사로부터 상표명 i486TM하에 구입가능한 32-비트 마이크로프로세
서이다. 자기 진단 회로(26)는 전원이 켜졌을때 CPU(24)에 대한 내장형 자기 진단(built-in-self-test, 
BIST) 특징(feature)을 제공한다. 또한, 자기 진단 회로는 각각의 S-버스 장치(14)에 통합될 수 있는 어
떠한 자기-진단 특징도 제어한다.

CPU(24)는 CPU 로컬 버스(local bus)(34)에 의해 자기 진단 회로(26)와 메모리 제어기(28)에 접속된다. 
메모리 제어기(28)는 기본 시스템 메모리 버스(36)에 의해 기본 시스템 메모리(32)에 접속된다. 메모리 
제어기(28)는 기본 시스템 메모리 버스(36)를 통해 기본 시스템 메모리(32)에 대한 판독 및 기록 동작을 
제어하는데, 이러한 동작은 CPU 로컬 버스(34)와 연결된 CPU(24)나 S-버스(16)와 연결된 S-버스 장치(1
4)에 의해 개시된다. 메모리 제어기는 2개의 버스상의 동작을 처리할 수 있으므로, 기본 시스템 메모리 
버스(36)와 CPU 로컬 버스(34)를 통한 동작은 동시에 관리될 수 있다. CPU 로컬 버스(34), 기본 시스템 
메모리 버스(36), 그리고 S-버스는 32-비트 버스이며, 각 버스는, 이러한 버스에 있어 전형적이듯이, 데
이타 정보경로, 어드레스 정보경로 및 제어 정보경로(제1도의 D,A와 C)를 포함한다.

기본 시스템 메모리(32)는 범시스템적 저장 능력을 제공하며 또한 인터리브(interleave) 방식의 혹은 비
인터리브(non-interleaved)방식의 메모리 카드를 구비할 수 있다.  CPU  캐시(30)는  기본 시스템 메모리
(32) 또는 시스템(10)내의 다른곳에 위치한 확장 메모리(expansion memory)내에 담겨진 정보를 단 기간 
저장할  수  있다.  이러한  확장  메모리는,  예를  들어,  시스템내의  주변  접속  I/O  장치(peripherally 
attached I/O devices)에 위치할 수 있다. CPU 캐시(30)는 CPU(24)가 자주 액세스하는 기본 시스템 메모
리(32)의 어드레스 위치(address locations)를 일시적으로 저장하기 위해 사용되는 랜덤 액세스 메모리
(RAM, 도시되지 않음)를 포함한다. CPU(24)는  CPU 캐시(30)에 저장된 정보를 직접 액세스하는 반면에, 
기본 시스템 메모리(32)에 저장된 정보의 액세스는 메모리 제어기(28)에 의해 처리된다.

기본 시스템 메모리(32)에 대한 모든 액세스는 기본 시스템 메모리 버스(36)를 통해 메모리 제어기(28)에 
의해  제어된다.  메모리  제어기는  기본  시스템  메모리에  대한  시스템  메모리  사이클(system  memory 
cycles)을 개시하며, 이 사이클 동안 CPU(24) 또는 S-버스 장치(14)중 어느 하나가 메모리 제어기(28)를 
통해 기본 시스템 메모리를 액세스한다. 메모리 사이클 동안에 메모리 제어기는 S-버스상에 정보를 전달
하지 않는다. 그러나, 만약 메모리 제어기가 처리중인 CPU 동작이 I/O 사이클이라고 판단하면, 메모리 제
어기는 S-버스(16)에 그 정보를 전달하여 S-버스 장치(14)에 의해 S-버스를 액세스한다. 만약 I/O 사이클
이 S-버스 장치에 대한 것이라면, 적절한 S-버스 장치가 디코드 커맨드(decode command)를 이용하여 메모
리 제어기에 응답한다.

만약 I/O 동작이 주 PCI 장치(18)에 대한 것이라면, PCI 호스트 브리지(20)는 디코드 커맨드를 이용하여 
메모리 제어기에 응답하며 적절한 주  PCI 장치에 그 I/O 사이클을 전달한다.

시스템 클록 모듈(system clock module)(38)은 S-버스 장치(14)에 단일 클록 신호를 제공하고 CPU(24)에 
한쌍의 클록 신호를 제공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S-버스에 제공된 클록 신호는 33MHz로 동작한다. 
CPU(24)에 제공된 2개의 신호는 각각 33MHz와 66MHz로 동작한다. CPU(24)는 내부적으로는 66MHz로 동작하
지만 CPU 로컬 버스(34)상에서는 33MHz로 통신하기 때문에 2개의 클록신호가 필요하다.

프로세서, 캐시 및 메모리 복합체(12)와 S-버스 장치간의 통신은 32-비트  S-버스(16)를 통해 메모리 제
어기(28)에  의해 관리된다.  또한,  제1도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도시된 바와 같이,  직접 메모리 액세스
(DMA) 제어기(40), 시스템 중재 제어점(SACP)(42), I/O 제어기(44), PCMCIA 제어기(46), 그리고 전력 관
리 제어기(48)가 S-버스에 접속된다. 보다 정교한(sophisticated) 전력 관리 제어를 원한다면 선택 사양
적 전력 관리 제어기(optional power management controller)(50)를 전력 관리 제어기(48)에 접속할 수 
있다. S-버스(16)상에서 DMA 제어기(40)와 I/O 제어기(44)의 중간에 버퍼(52)가 제공된다. 그러나, 제1도
에 도시된 것 이외의 다른 S-버스장치(14)가 S-버스(16)에 접속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PCMCIA 제어기(46)는 PCMCIA 카드 슬롯(54)에 직접 접속될 수 있다. 주변 I/O 장치(56)는 버퍼(58)를 사
용하여 PCMCIA 카드 슬롯(54)에 연결될 수 있다. I/O 제어기(44)는 주변 I/O 장치(56)를 제어한다. 실시
간 클록(time-fo-day clock)(60)과 RAM 모듈(62)은 I/O 제어기에 접속된다.  I/O 제어기(44)는 마우스 포
트(mouse  port)(64),  직렬  포트(66),  병렬  포트(68)와  키보드  포트(70)를  포함한  다양한  포트를 
지원한다.

시스템(10)은 S-버스(16)상에서 S-버스 장치(14)를 지원하는 것외에도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주 PCI 버스
(22)인, 제2고속, 광 대역(high bandwidth) 버스를 지원한다. 시스템(10)내의 주 PCI 장치(18)는 주 PCI 
버스(22)를 통해 상호 통신한다. 주 PCI 장치는 그 자체가 S-버스상에 존재하는 S-버스 장치인 PCI 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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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브리지(20)를 사용하여 CPU, 캐시 및 메모리 복합체(12)와 통신하며 또한 S-버스(16)상에 존재하는 다
른 S-버스 장치(14)와 통신한다. PCI 호스트 브리지(20)는 S-버스(16)와 주 PCI  버스(22)간의 인터페이
스 역할을 수행하며, 두 버스사이에서, 또한 이러한 버스에 접속될 수 있는 주변 장치사이에서 효과적인 
통신수단을 제공한다.

PCI 호스트 브리지(20)는 저 지연 상호접속 메카니즘(low latency interconnect mechanism)을 제공하며, 
CPU(24) 또는 다른 S-버스 장치(14)는 이러한 메카니즘을 통해 주 PCI 장치(18) 또는 주 PCI 장치에 접속
된 장치를 직접 액세스할 수 있다. 또한, PCI 호스트 브리지(20)는 고성능 경로를 제공하여 주 PCI 장치
와 주 PCI 장치에 접속되는 장치가 기본 시스템 메모리(32)를 신속하게 직접적으로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호스트 브리지(20)는 S-버스(16)와 주 PCI 버스(22)간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모
든 하드웨어를 제공하므로써 이들 버스 사이에서 데이타가 전송될 수 있다.

주 PCI 버스(22)는 PCI와 호환성이 있는 다양한 장치를 지원할 수 있다. 제1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이들 
장치는  그래픽  제어기(72),  직렬  스카시(small  computer  system  interface  :  SCSI)  제어기(74), 미래

(future)  PCMCIA 제어기(76), 표준 I/O 버스(예를 들면, ISA 또는 MICRO  CHANNEL (MC-A)) 브리지(78)
(또한 본 명세서에서 확장 브리지로 언급됨) 및 PCI 2차 브리지(80)를 포함할 수 있다. 그러나, 주 PCI 
버스에 접속된 제1도의 장치는 PCI 버스 구조를 구현하는 시스템의 단지 한 예일뿐이며, 따라서, 개시된 
예시적인 구성은 본 발명을 제한하고자 의도된 것은 아니다.

그래픽 제어기(72)에는 그래픽 제어기가 그내에서 비디오 프레임(video  frames)을 버퍼링(buffering)할 
수 있게 하는 VRAM(82) 형태의 메모리 능력이 전형적으로 제공되며, PCI 버스 구조에 의해 지원될 수 있
는 모든 알려진 그래픽 패키지를 제어할 수 있다. SCSI 제어기(74)는 SCSI 버스(86)에 접속된 SCSI 장치
(84)와 주 PCI 버스(22)간의 인터페이스 역할을 수행하며, PCI 버스 구조에 의해 지원될 수 있는 모든 
SCSI 장치를 제어할 수 있다. 미래 PCMCIA 제어기(76)는 카드 슬롯(card slot, 88)에 접속되어 이 카드 
슬롯을 제어한다.

표준 버스 브리지(78)는 표준(예를 들어, MC-A 또는 ISA) 버스(92)에 접속된 I/O 장치(90)와 주 PCI 버스
(22)간의 인터페이스 역할을 수행한다. 2차 PCI 장치(94)는 2차 PCI 버스(96)를 통해 PCI 2차 브리지(8
0)에 접속된다. 2차 PCI 버스(96)에는 임의의 수의 명시되지 않은 2차 PCI 장치(94)가 접속될 수 있다. 
PCI 2차 브리지(80)는 2차 PCI 버스(96)에 접속된 2차 PCI 장치(94)와 주 PCI 버스(22)간의 인터페이스 
역할을 수행한다.

DMA 제어기(40), PCI 호스트 브리지(20), 그리고 I/O 제어기(44)는 기본 시스템 메모리(32)와 주변 I/O 
장치(56) 또는 표준 I/O 장치(90)상의 확장 메모리간의 정보 교환을 제어한다. 또한, DMA 제어기(40)는, 
CPU, 캐시 및 메모리 복합체(12)를 대신하여 3가지 기능을 제공한다. 첫번째로, DMA 제어기(40)는 소형 
컴퓨터 서브 시스템 제어블록(small computer subsystem control block, SCB) 구조를 이용하여 DMA 채널
을 형성하므로, DMA 채널을 구성(configure)하기 위해 프로그램 I/O(programmed I/O)를 이용할 필요가 없
다. 두번째로, DMA 제어기는 저속 메모리 확장 장치와 전형적으로 빠른 기본 시스템 메모리(32)간의 전송
을 최적화하기 위한 버퍼링 기능을 제공한다. 세번째로, DMA 제어기는 8채널, 32-비트, 직접 기본 시스템 
메모리 액세스 기능을 제공한다. DMA 제어기(40)가 직접 기본 시스템 메모리 액세스 기능을 제공하는 경
우, 2모드중의 하나로 동작할 수 있다. 제1동작모드에서, DMA 제어기는 CPU(24)에 종속적으로 동작하는 
프로그램 I/O 모드(programmed I/O mode)로 동작한다. 제2동작모드에서, DMA 제어기는 그 자체로 S-버스
상의 마스터(master)로 동작한다.

DMA 제어기(40)는 항상 제3자 버스 마스터(third party bus master)로서 동작한다. DMA 제어기는 데이타
의 소오스(source)나 목적지(destination)가 아니라 소오스 엔티티(entity)와 목적지 엔티티간의 데이타
전송을 위한 수단을 제공한다. 비록 제1도에는 DMA 제어기가 S-버스상에 상주하는 것으로 도시되어 있지
만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다. DMA 제어기는 전형적으로 메모리에서 I/O 장치로, I/O 장치에서 메모리로의 
데이타 트랜잭션(transactions)을 관리한다. 이 경우, 메모리는 기본 시스템 메모리(32)일 수 있으며 또
는 주변 I/O 장치(56) 또는 표준 I/O 장치(90)상의 주변 메모리일 수 있다.

표준(예를 들어, ISA 또는 MC-A) 버스(92)상에 상주하는 표준 I/O 장치(90)는 8-비트형, 16-비트형, 또는 
32-비트형 장치일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PCI 호스트 브리지(20)와 시스템 중재 제어점(SACP)(42)의 설
계는  (i) CPU(24), (ii) 주 PCI 버스(22)상에 상주하는 주 PCI 장치(18), (iii)표준 I/O 버스(92)상에 
상주하는 표준 I/O 장치(90), 및 (ⅳ) I/O 제어기(44)에 의해 제어되는 주변 I/O 장치(56)의 동시적 중재
를 범시스템 베이스(on a system-wide basis)로 가능하게 한다. SACP(42)는 표준 I/O 장치(90), CPU(24), 
주 PCI 장치(18), 그리고 주변 I/O 장치(56)에 대한 주 중재기(arbiter)로서 동작한다.

제2도 및 3도에는 SACP(42)의 구현 블록도가 도시되어 있다. 제2도는, 제1도에 도시된 시스템이 주 PCI 
버스(22)에 접속된 표준 버스 브리지(78)를 포함하지 않을때 사용되는, 시스템 중재 제어점의 제1실시예
에 대한 블록도이다. 제3도는, 제1도에 도시된 시스템이 주 PCI 버스(22)에 접속된 표준 버스 브리지(7
8)를 포함할때 사용되는, 시스템 중재 제어점의 제2실시예에 대한 블록도이다.

제2도를  먼저  참조하면,  표준  버스  브리지(78)가  없을때  사용되는  SACP(42)는  뱅크  중재 제어점
(BACP)(100), PCI 중재 제어점(PACP)(102), 그리고 직접-접속 중재 제어점(DACP)(104)을 포함하는 것으로 
구현된다. BACP(100)는 주 PCI 버스(22)의 제어를 획득하기 위해 PACP(102) 및 DACP(100)가 제공한 요청
(requests) 사이를 중재한다.

PACP(102)는 CPU(24) 및 주 PCI 장치(18)에 의해 제공된 주 PCI 버스 액세스 요청(총칭하여 BANK0 요청이
라함)을 관리한다. DACP(104)는  I/O 제어기(44)가 제어하는 주변 I/O 장치(56)를 대신하여 I/O 제어기
(44)가 제공한 주 PCI 버스 요청을 관리한다. 제3도를 참조하여 후술되는 바와 같이, 주 PCI 버스(22)에 
접속된 표준 버스 브리지(78)를 포함하는 시스템에 있어서, DACP(104)는 또한 표준 버스 브리지(78)에 접
속된  표준  I/O  장치(90)을  대신하여  표준  버스  브리지(78)가  제공한  주  PCI  버스  액세스  요청을 
관리한다.

표준  버스  브리지(78)와  I/O  제어기(44)에  의해  제공된  주  PCI  버스  요청은  본  명세서에서  총칭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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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K1 요청으로 참조된다. BACP(100)는  PACP(102)와 DACP(104)에 의해 제공된 주 PCI 버스 액세스 요청
을 관리하는 것외에도, PCI 2차 브리지(80)에 접속된 2차 PCI 장치를 대신하여  PCI 2차 브리지(80)가 제
공한 주 PCI 버스 요청(총칭하여 BANK2 요청이라 함)을 처리하게 된다. 본 발명에 의하면, 제2도 내지 제
3도에 도시된 것[PACP(102), DACP(104)와 PCI 2차 브리지(80)]이외에도 뱅크 중재를 포함하도록 더 확장
할 수 있다. 만약 시스템이 PCI 버스(22)에 다중층(multi-tier) 구조로 접속된 다른 2차 PCI 브리지를 포
함한다면, 이러한 다른 2차 PCI 브리지는 접속된 장치간의 중재를 수행하고 BACP(100)에 BANKN요청을 제
공할 것이다.

전술한 계층적 구조는 시스템(10)에 (i) CPU와 주 PCI 장치간의 중재가 (ii) I/O 제어기에 의해 제어되는 
주변 I/O 장치와(존재하는 경우) 표준 버스 브리지(78)에 접속된 표준 I/O 장치간의 중재와는 독립적으로 
관리되는  중재  방안(arbitration  schme)을  제공한다.  PACP(102)는  최대  5개까지의   PCI  장치(18)와 
CPU(24)로부터 직접 PCI  버스(22)를 액세스하기 위한 요청을 수신한다. 5개의 PCI  장치는 그들의 요청 
REQ0# 내지 REQ4#을  PACP상의 10개의 요청/승인선(request/grant lines)에 제공한다[본 명세서에서 인용
된 부호 #은 부정의 값을 가질때 활성인 신호(negative active signals)를 표시한다]. PCI 장치는 승인선 
GNT0# 내지 GNT4#를 경유하여 주 PCI 버스(22)에 대한 액세스를 승인받는다. 요청선과 승인선은 주  PCI 
장치(18)와 PACP(102) 사이에서 직접 접속된다.

비록 CPU(24)는 메모리 제어기(28)를 통해 기본 시스템 메모리를 액세스하지만, 만약 CPU가 주 PCI 버스
(22)를 액세스하길 요구한다면 주 PCI 장치(18)에 의해 제공된 동일한 요청들과 경쟁하여야 한다. 일단 
CPU(24)가  S-버스(16) 제어를 획득하면, 주 호스트 브리지는 주 PCI 버스와 S-버스간의 버스 마스터 인
터페이스를 제공할 것이며, CPU(24)를 PCI 마스터로서 제공할 것이다. 비록 PCI 호스트 브리지가 중재를 
수행하지는  않지만,  이것은  S-버스와  PCI  버스간의  프로토콜  변환,  버퍼링,  그리고  속도  매칭을 
수행한다.

CPU(24)에  대한  주  PCI  버스  액세스  요청은  PACP에  대한(전형적으로  i486-형  프로세서의)  선점 신호
(preempt  signal)로서 사용되는 요청선  BREQ상에서 PACP(102)에 직접 제공된다. CPU(24)는 CPU(24)와  
PACP(102) 사이의 전용선 HOLD와 HLDA를 통하여 보류/보류 긍정응답(hold/hold acknowledge) 프로토콜을 
사용한다. CPU가 i486 구조가 아닌시스템의 실시예인 경우, PACP-CPU 인터페이스는 인지되지 않으므로, 
PACP는 i486의 BREQ/HOLD/HLDA 뿐만아니라 PCI 요청/승인 핸드세이크(handshake)(CPUREQ# CPUGNT#)를 지
원해야 한다. 따라서, CPU(24)와 PCI 장치의 각각은 PACP(102)로/로부터 중재 요청과 승인 신호를 직접 
접속할 수 있다.

PACP(102)는 주 PCI 장치(18)와 CPU(24)간의 대기중인(pending) 요청을 2가지 다른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1방법은 PACP가 라운드 로빈(round robin) 절차에 의해 순차적인 순서로 대기중인(pending)요청
을 제공하는 것이다. 제2방법은 고정 우선순위(fixed priority)대로 요청을 처리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2
방법은 중재 우선순위가 각각의 주 PCI 장치(18)와  CPU(24)에 할당되어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 특히, 
CPU 요청선  BREQ/CPUREQ#과 주 PCI 장치 요청선 REQ#0 내지 REQ#4는 프로그램 가능한 우선순위 레벨을 
가진다. 우선순위 레벨은 관계된 PCI의 대역폭을 근거로 결정될 수 있다. 예를 들면, 큰 대역폭과 낮은 
버퍼링 능력을 가지는  PCI 장치는 작은 대력폭 및/또는 더 높은 버퍼링 능력을 가지는 장치보다 높은 중
재 우선순위를 할당받아야 한다.

어떠한 방법을 택하든지, PACP(102)는 BANK0 요청사이를 중재하고, PCI 장치 또는 CPU중 어트 것이 높은 
우선순위를 갖는지 결정하며, 다른 뱅크 중재기(BANK1_REQ#, BANK2_REQ#, 등등)에 의해 제공된 요청과 더
불어 선택된 장치를 BANK0_REQ#선을 통해 BACP에 제공한다. BACP(104)에는 뱅크 중재기에 의해 선택된 장
치가 주 PCI 버스(22)의 액세스를 승인받는 선택된 시간 간격을 각각의 뱅크 중재기에 제공하도록 프로그
램되어 있다. 주 PCI 버스(22)의 액세스는 BACP에 의해 출력 승인선(BANK0_GNT#, BANK1_GNT#, 
BANK2_GNT#, 등등)을 통해 선택된 장치에 승인(grant)된다.

상술한 바와 같이, BACP(100)는 SACP(42)내에서 상위레벨의 중재기이다. 이 BACP는 주 PCI 버스 액세스 
요청을 범시스템적인 베이스로 관리하는 개별 뱅크 중재기에 의해 이 BACP메 제공된 중재 요청을 처리한
다. 제1뱅크 중재기, PACP(102)(BANK0)의 동작이 상술되었다. 이제 제2뱅트 중재기, DACP(104)(BANK1)의 
동작을 설명하겠다.

DACP(104)는(표준 버스 브리지가 사용되지 않은 시스템의 실시예에서)  I/O 제어기(44)에 의해 제어되는 
주변 I/O 장치(56)간의 중재를 맡게 되며, 또는 표준 버스 브리지(78)가 있는 시스템인 경우에 주변 I/O 
장치(56)와 표준 버스 브리지에 접속된 표준 I/O 장치(90)간의 중재를 맡는다. 주변 I/O 장치(56)와 표준 

I/O  장치(90)는 MICROCHANNEL (MC-A)  또는  ISA  구조와  호환성이  있다.  제2도  및  3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비록  DACP를 ISA-형 제어 신호에 응답하도록 구현할 수 있다 하더라도, DACP(104)가 응답하는 제
어 신호는 MC-A 구조와 대응한다.

(표준 버스 브리지(78)가 없는) 제2도를 계속하여 참조하면, DACP(104)는 직접-접속 MC-A  장치 지원부
(106)로 표시된 DACP의 일부에서 주변  I/O 장치(56)를 대신하여 I/O 제어기(44)로부터의 주 PCI 버스 액
세스 요청을 수신한다. 이러한 요청은 DPREEMPTINT#선을 통해 수신될 수 있다.  DACP(104)의 직접-접속 
MC-A 장치 지원부(106)는 주 PCI 버스(22)를 액세스하기 위해 경쟁하는 주변 I/O 장치(56)간의 중재를 수
행함에 있어 중재사이클과 승인 사이클을 번갈아 실행(alternate)한다.  DARBGN#선의  상태는 직접-접속 
MC-A  장치  지원부(106)가  중재사이클중인지  또는  승인사이클중인지를  나타낸다.  버스  액세스  요청은 
DPREEMPTOUT#선을 통해 관리된다. DPREEMPTOUT# 출력과 DPREEMPTIN# 입력은 MC-A 프로토콜을 따른다. 직
접-접속 MC-A 장치 지원부(106)로 입력되고 출력되는 다른 신호선은 제3도와 관련하여 설명될 것이다. 제
2도에서, 표준 버스 브리지(78)가 없으므로 DACP(104)로 입력되고 출력되는 BRIDGE_RE#, BRIDGE_GNT#, 그
리고 BRIDGE_SIDEBAND 신호선는 디스에이블(disable)된다.

그러나, 제3도에서 시스템(10)은 주 PCI 버스(22)에 연결된 표준 버스(확장) 브리지(78)를 포함한다. 이 
실시예에서, DACP(104)는 I/O 제어기(44)에 의해 제어되는 주변 I/O 장치(56)와 표준 버스 브리지(78)에 
의해 지원되는 표준 I/O 버스(92)에 접속된 표준 I/O 장치(90) 사이를 중재하며, 각각의 장치는 주 PCI 
버스(22)를 액세스하기 위해 경쟁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주변 I/O 장치(56)와 표준 I/O 장치(90)는 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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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또는 ISA와 호환성이 있다.

PCI  장치(18)는  PCI  버스(22)에  대한  액세스를  요청하고  승인받기  위하여  역시  5개의  요청/승인쌍 
REQ0#/GNT0# 내지 REQ4#/GNT4#를 사용한다. 그러나, 이러한 요청/승인선은 PACP(102)가 아니라 2차 PCI 
중재  제어점,  PACP2(108)에  접속된다.  PACP2(108)는  물리적으로  표준  버스  브리지(78)내에  위치하고 
PACP(102)에 직렬 접속(cascade)된다.  PACP2(108)는 접속된 주 PCI 장치(18)간을 중재하여 단일 버스 액
세스 요청 PACP2_REQ#를 주 PACP(102)에 제공한다. 중재 우선순위는 이들이 PACP(102)에서 관리했던 방식
과 유사한 방식으로 처리된다. 다음에  PACP는 CPU(24)(BREQ/CPUREQ#선에 제공된 버스 액세스 요청)와 가
장 높은 우선순위 PCI 장치(PACP2_REQ#선에 제공된 버스 액세스 요청)간을 중재한다. 주 PCI 장치는 PCI 
버스 액세스에 대한 요청을  PACP2_GNT#선을 통해 승인받는다.

제3도의 실시예에서, PCI 장치간의 중재가 SACP(42)의 외부에서 처리되므로, SACP로 입력되고 출력되는 
요청/승인선의 기능은 제3도의 시스템에 대해 재정의(redefine)된다. 제4도에는 제2도 및 3도에 도시된 
실시예에 대응하는 SACP(42)의 핀접속의 다른(alternate) 정의를 나타내는 테이블이 도시되어 있다. 주 
PCI 버스(제2도)에 접속된 표준 버스 브리지(78)를 가지지 않은 시스템에서, 주 PCI 장치가 PCI 버스(2
2)에 대한 액세스를 요청하고 승인받기 위해 사용하는 5쌍의 요청/승인선 REQ0#와 GNT0# 내지 REQ4# 및 
GNT4#는 시스템이 표준 버스 브리지(78)를 포함함에 따라(제3도) 재정의된다. PACP2(108)는 SACP(42)의 
외부에서 주 PCI 장치 버스 액세스 요청을 처리하고 PACP(102)에 단일 요청을 제공하므로,  REQ4#는 단일 
요청 PACP2_REQ#로 재정의된다. 유사하게, GNT4#는  PACP로부터 PACP2로의 단일 승인선 PACP2_GNT#로 재
정의된다.  PACP(102)로 입력 및 출력되는 REQ0#/GNT0# 내지 REQ3#/GNT3#는 디스에이블된다.

제3도의 시스템에서 8개의 입력/출력선(REQ0#/GNT0# 내지  REQ3#/GNT3#)이 디스에이블되므로, PACP2의 추
가에 의해 자유로워진 8개의 새로운 핀 접속이 SACP로의 입력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들 입력/출력선은 
제3도의 시스템에 있어 주변 I/O 장치와 표준 I/O 장치(90)를 동시에 중재하는데 필요하다. 제3도에 도시
한 바와 같이, 물리적으로 MC-A 브리지(78)에 위치한 중앙 중재 제어점(CACP)(110)은 MC-A 장치(90)의 중
재를 관리한다(ISA 장치의 경우, ISA 프로토콜이 ISA 호환 중재 장치에 접속된 장치로/로부터 직접 요청 
및 긍정응답을 지원하기 때문에, ISA 장치의 중재는 ISA 호환 중재장치에 의해 ISA_DREQ#와 ISA_DACK#선
을 통해 처리될 것이다).

MC-A 장치는 PREEMPT# 신호를 활성화시켜 CACP(110)로 전달하여 중재를 요청한다. CACP는 ARBGNT#선의 상
태에 의해 표시되는 중재와 승인 사이클 사이를 번갈아 실행한다. PREEMPT# 신호가 활성화될때,  CACP는 
중재 상태로 진입하며, 그 중재 상태 동안 MC-A 장치는 그들의 중재 식별 출력(arbitration 
identification outputs)(ARBID(0-3))을 구동한다. 300나노초 경과 후, 최고 우선순위 MC-A 장치의 중재 
식별이   ARBID(0-3)선상에  남는다.  이러한  단일  요청이  BRIDGE_REQ#  신호선을  통해  DACP(104)에 
전달된다. DACP는, CACP에 의해 제공된 요청의 우선순위가 주변 I/O 장치(56)를 대신하여 I/O 제어기(4
4)로부터 제공된 요청의 우선순위보다 높다고 판단하면, BRIDGE_GNT# 신호선을 활성화시킬 것이다. (제4
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REQ3#/GNT3#선은 DACP(104)로 입력 및 출력되는, 제2도와 대응하는 시스템에서 
디스에이블된 BRIDGE_REQ#와  BRIDGE_GNT# 신호선으로 재정의된다.) 시스템이 확장 브리지(78)를 포함한
다면, BRIDGE_REQ# 신호는 중재 사이클중에는 확장 버스 마스터 또는 DMA 슬레이브를 대신한 요구로서 사
용되고, DMA 승인 사이클중에는  BURST# 신호로서 사용되며, 그리고 직렬 접속/버스 마스터 동작중에는 
전송 종료의 표시로서 사용된다. BRIDGE_GNT# 신호는 DACP(104)가 PCI 버스(22)에 대한 액세스를 승인한 
때를 MC-A 장치(90)에 알려준다.  ARBGNT#선은 승인 상태로 진입하고, 최고 우선순위 MC-A 장치는 이 장
치가 선택되었는지와 이 장치의 버스 액세스 요청이 승인되었는지를 판단한다. CACP(110)의 동작은 중재 
보류를 사용한 제어 버스 할당(Controlling Bus Allocation Using Arbitration Hold)이란 명칭으로 1991
년 10월 15일 출원되어 계류중인 미합중국 특허 출원번호 제07/777,777호 및 이중 버스 구조를 가지는 컴
퓨터  시스템의  중재  제어  논리(Arbitration  Control  Logic  for  Computer  System  having  Dual  Bus 
Architecture)란 명칭으로 1992년 1월 2일 출원되어 계류중인 미합중국 특허 출원번호 제07/816,116호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으며, 이들의 텍스트(text)는 본 명세서에서 참조로서 인용된다.

SACP(42)로의 6개의 잔류 입력, REQ0#/GNT0# 내지 REQ2#/GNT2#는(제2도와 대응하는 시스템에서 디스에이
블된) 6개의 BRIDGE_SIDEBAND 신호로서 재정의된다. BRIDGE_SIDEBAND 신호는 PCI 구조 사양에서는 정의되
지 않았으나, 표준 버스 브리지(78)에 접속된 표준 I/O 장치(90)와 같은 PCI 버스상의 DMA 주변 장치뿐만 
아니라  중재를  지원하여,  효과적인  PCI-ISA  또는  PCI-MC-A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하다. 
BRIDGE_SIDEBAND선은  표준  버스  브리지(78)를  SACP(42)에  직접  접속한다.  제4도를  참조하면,  이러한 
BRIDGE_SIDEBAND 신호는 표준 버스 브리지(78)가 MC-A 또는 ISA 호환인가에 따라 상이한 정의를 가진다. 
브리지가 승인되지 않았을 경우, 6개의 측대역은 PCI 버스 액세스 요청을 제공하는 I/O 장치를 식별하는 
식별정보[MC-A내의 ARBID(0) 내지 ARBID(3) ; ISA내의 ISA_DACK(0) 내지 ISA_DACK(2)]를 포함한다.

ARBID(0) 내지 ARBID(3)을 사용하는 본 발명의 MC-A 구현을 참조하면, BRIDGE_SIDEBAND 신호선은 PCI 버
스(22)에 대한 액세스를 요청하는 MC-A 장치(90) 및 주 PCI 장치(18)와 관련하여 SACP(42)에 식별 정보를 
전송하는데 사용된다. 이들 4개의 선의 상태는 어느 주 PCI 장치(18)가 PACP(108)에 의해 관리되는 초기 
중재 프로세스(process)를 획득하였는지를 PACP(102)에 알려주며, 또한 어느 MC-A 장치(90)가 CACP(110)
에 의해 관리되는 초기 중재 프로세스를 획득하였는지를 DACP(104)에 알려준다. 버스 액세스 요청을 제공
하는 주 PCI 장치를 식별하는 정보를 PACP2에 제공하고 또한 버스 액세스 요청을 제공하는 MC-A 장치를 
식별하는 정보를 CACP(110)에 제공하므로써, PACP와 DACP는 (i) 주 PCI 장치와 CPU간의 중재, (ii) 확장 
브리지에 의해 지원되는 I/O 장치와 직접-접속된 주변 I/O 장치간의 중재를 보다 공정하게 할 수 있다.

I/O 제어기(44)를 통해 PCI 버스 액세스 요청을 제공하는 주변 I/O 장치(56)에 관계되는 식별 정보는 직
접-접속  MC-A  장치  지원부(106)로의  DARBIN(0-3)  입력  및  그로부터의  DARBOUT(0-3)  출력에  의해 
전달된다. CACP(110)와는 달리, 직접-접속 MC-A 장치 지원부(106)에는 개방 콜렉터 양방향성 중재 식별선
(open collector bidirectional arbitration identification lines)이 제공되지 않으므로, 분리된 DARBIN
과  DARBOUT선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직접-접속  MC-A  장치  지원부(106)가  수행하는  중재는 
CACP(110)의 경우처럼 관리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DACP(104)는 CACP(110)가 제공한 요청이 I/O 제어기
(44)가 제공한 요청보다 높은 우선순위를 가지는지를 판단하며, BACP에 BANK1_REQ#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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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주변 I/O 장치(56)와 표준 I/O 장치(90)는 중재 우선순위를 할당받는다. DACP(104)에는 이러한 우선
순위를 비교하는 비교기(comparator)가 제공되어 PCI 버스(22)에 대한 액세스를 승인받아야 할 장치를 결
정한다.  유사하게,  PACP(102)는  PACP2(108)의  요청이  CPU(24)의  요청보다  우선하는지를  판단하여 

BANK0_REQ#를 BACP(100)에 제공한다. BACP는 각각의 뱅크 중재기에 사전설정된 시간을 제공하도록 프로그
램되어 있으며, 이 사전설정된 시간중에 그 뱅크 중재기가 중재를 담당하는 장치를 대신하여 PCI 버스
(22)의 제어를 행한다. 개개의 뱅크 중재기는 이들에게 할당된 시간을 세분하여 연관된 뱅크 장치로 나누
어 준다. 만일 뱅크 요청이 활성화되지 않았다면, BACP는 CPU(24)가 상주하는 PACP(102)상에 머무른다. 
중재 정보가 CACP(110)와 PACP1(108)의 양자 모두로부터 필요하다. 이 정보는 중재 측대역 신호를 통해 
주 중재기에 제공된다. 제5도는 이러한 신호가 멀티플렉스될 수 있는 한가지 방식을 표현하는 테이블이 
도시되어 있다.

각각의  뱅크  중재기는  연관된  유휴(idle)  신호와  타임아웃(timeout)  신호를  가지며,  이들  신호는 
BACP(100)로 출력된다. 유휴신호[PACP(102)의 PACP_IDLE, DACP(104)의 DACP_IDLE, 그리고 PCI 2차 브리지
(80)의 PSB_IDLE]에 대하여, 각각의 뱅크 중재기는 프로그램 가능 승인 타이머와 유휴 타이머를 가진다. 
승인  타이머는  다른  뱅크가  PCI  버스의  액세스를  요청할때  뱅크에  제공될  최대  시간을  규정하며 
BANK0_GNT# 내지 BANKN_GNT# 신호가 얼마나 오래동안 활성화 상태로 있을지를 규정한다. 유휴 타이머는 
한 장치가 버스의 액세스를 상실하기 전에 PCI 버스상에서 비활성화 상태로 남아 있을 수 있는 최대 시간
을 규정한다. 예를들어, 만일 한 장치가 주 PCI 버스에 대한 액세스를 승인받았으며 버스를 통한 데이타 
전송을 그의 버스상에서 시간이 종료하기 전에 완료했다면, 유휴 타이머는 PCI 버스의 활동을 모니터할 
것이며, 사전설정된 수의 클럭 사이클 동안 어떤 활동도 검출되지 않았다면, PCI 버스에 대한 액세스는 
철회되어 다른 요청중인 장치로 넘어 간다.  타임아웃 신호[PACP(102)의  PACP_TOUT,  DACP(104)의 DACP-
TOUT, PCI 2차 브리지(80)의 PSB_TOUT]는 주 PCI 버스에 대한 액세스를 철회시킨 장치가 사전설정된 시간
내에 버스를 포기하지 않을때 활성화된다.

CACP(110)로의  BURST#  입력은,  이미  표준  I/O  버스를  제어하고  있으며  버스를  통해  정보를 버스팅
(bursting)할 수 있는 MC-A가 버스트 동작(표준 I/O 버스를 통해 하나 이상의 데이타 전송)을 수행할 준
비가 되었음을 알리기 위한 수단을 제공한다. CACP(110)는, 모든 데이타 다중 전송이 표준 I/O 버스를 통
해 완료될때까지, 버스팅 I/O 장치에 대하여 표준 I/O 버스의 제어를 승인 모드(mode)로 유지하므로써 이
러한 요청에 응답한다. 표준I/O 버스를 통한 버스트 전송이 완료되었을때, I/O 장치는 BURST# 요청선을 
비활성화시키며, CACP는 I/O 장치가 버스 액세스를 종료하였다고 결정하고 다음 중개 사이클을 시작한다. 
비-버스트(non-burst) 전송 환경에서, S0/S1#, BURST#와 CMD# 입력을 통해 CACP로 전송 종료가 표시될때, 
CACP(110)는 I/O 장치가 버스 액세스를 종료하였다고 결정한다(직접-접속 MC-A 장치 지원부(106)는 주변 
I/O 장치가 DCHNLACT 입력을 통해 데이타 전송을 완료하였음을 판단한다).

BRIDGE_SIDEBAND 신호는 상술한 계층적 중재 시스템을 허용하는 것 이외에도, DMA 제어기에 의해 모니터
되기도 하며, PCI 버스(22)를 통해 표준 I/O 장치(90) 및 시스템 메모리(32)로 그리고 그들로부터 DMA 사
이클을 지원하는데 사용된다. DMA 사이클을 PCI 버스(22)를 통해 지원하기 위해서는 세가지 부류의 신호 
즉, 버스 사이클 제어신호, 중재 제어신호, 그리고 DMA  제어신호가 필요하다. 버스 사이클 제어신호는 
PCI 개정판 2.0 사양에 규정되어 있다. 중재 제어신호는 상기 기술된 제4a도에 요약되어 있다. DMA 제어
신호는 제4b도에 요약되어 있으며 이후 설명된다. 이러한 DMA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BRIDGE_SIDEBAND 
신호의 몇개는 SACP 중재 및 승인 동작 모드동안 상이한 기능을 갖도록 멀티플렉스된다. DMA 제어신호를 
중재 제어신호와 함께 멀티플렉스하면 PCI 버스(22)상에서 DMA 사이클 지원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핀수를 
줄일 수 있다.

DACP(104)가 BRIDGE_GNT#선을 통하여 I/O 장치(90)가 PCI 버스의 액세스를 승인받았음을 나타내면, I/O 
브리지(78)상의 CACP(100)는(그의 ARBGNT#선의 상태를 변경시킴으로써) 이러한 승인 상태의 식별을 I/O 
장치(90)에 전달한다. 다음에 I/O 장치는 I/O 판독 또는 기록 사이클을 시작할 수 있다. 만일 I/O 장치가 
표준 I/O 버스(90)상에서 버스 마스터로서 작용할 수 있다면, DMA 제어기(40)는 상기 판독 또는 기록 동
작을 용이하게 해주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I/O 장치가 I/O 버스(92)상에서 버스 슬레이브로서 작용한다
면, DMA 제어기(40)는 I/O 장치를 대신하여 I/O 사이클을 관리해준다.

I/O  장치를 대신하여 I/O  사이클을 관리하기 위해서, DMA  제어기(40)는 이것이 I/O  사이클을 관리하는 
I/O 장치의 버스 사이즈(즉, I/O 장치가 8, 16 또는 32비트 장치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동적인 
버스 사이징은 DMA 제어기(40)를 대신하여 데이타가 I/O 장치(90)와 DMA 제어기 사이의 I/O 브리지(78)에
서 손실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필요하다. 예를들어, DMA 제어기가 8비트 DMA 슬레이브에 대하여 32비트 기
록 동작을 개시한다면, 32비트 기록 동작은 네번의 8비트 기록 사이클로 변환되어져야 한다. 만일 I/O 브
리지(78)가 32비트의 정보를 버퍼링하여 변환 사이클을 실행하고, 그리고 I/O 장치가 더 이상의 데이타를 
수신할 수 없다고 나타낸다면, I/O 장치에 대하여 기록 동작을 지속할 수 없거나 데이타를 DMA 제어기 또
는 시스템 메모리로 복귀시키지 못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DMA 제어기는 데이타가 I/O 장치에 기록되었는
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데이타가 I/O 브리지(78)에서 손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DMA 제어기(40)는 I/O 장치에 대한 기록 동작을 허용하고 I/O 브리지(78)가 변환 사이클을 실행하지 못하
도록 버스 사이즈를 동적으로 검출할 필요가 있다. DMA 제어기(40)는 I/O 사이클을 실행하는 I/O 장치의 
버스 사이즈를 검출함으로써, I/O 장치가 수용할 수 없는 데이타를 버퍼링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또다
른 기록 사이클을 I/O 장치에 대하여 실행시킬 수 있다.

그러나, PCI 버스(22)는 I/O 브리지(78)와 DMA 제어기(40)간의 이러한 버스 사이징 정보를 직접 제공할 
수 없다. 그 대신에 이러한 정보는 멀티플렉스된 BRIDGE_SIDEBAND 신호로 제공된다. 제4b도에 도시된 바
와 같이, BRIDGE_SIDEBAND 신호중 여러개가 멀티플렉스된다(이들 신호의 모두가 멀티플렉스되는 것은 아
니다)(MC-A 환경에 있어서, 중재모드에서의 GNT0#와 GNT1#은 승인모드에서 TC#와 DMAACT#로 각기 재정의
된다). TC# 신호는, 특정 I/O 장치의 최종 데이타 바이트(byte)가 브리지로 또는 그 브리지로부터 전달된 
이후, DMA 제어기에 의해 활성화되고 I/O 브리지(78)에 의해 판독된다. DMAACT#는 DMA 제어기가 활성 상
태인지 아닌지를 나타내며, 또한 DMA 슬레이브 또는 버스 마스터가 승인되었는지를 브리지에 의해 판단하
는데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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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AACT#가 비활성 상태이면, I/O 버스(92)상의 버스 마스터 장치에 대하여 승인이 이루어졌어야 하므로, 
CACP(110)는, 상술한 바와 같이, 전송 완료가 CACP로의 S0/S1#, BURST#와 CMD# 입력상에 표시되었을때 버
스 마스터 장치가 버스 액세스를 종료하였음을 결정한다. 그러나, 활성 상태의 DMAACT#는 DMA 제어기(4
0)가 I/O 장치(90)를 대신하여 메모리로 또는 메모리로부터 전송을 수행중이며(메모리 사이클이 아닌 I/O 
사이클), 따라서, I/O 브리지는 어떠한 변환 사이클도 실행할 필요가 없음을 I/O 브리지(78)에 알려준다. 
이러한 경우, DMA 제어기는, 이하 설명하는 바와 같이, 대신하여 변환 사이클을 실행하는 I/O 장치의 형
태(즉, 8,16 또는 32비트)를 멀티플렉스된 BRIDGE_SIDEBAND 신호로부터 판단한 이후 변환 사이클을 실행
한다.

DMAACT#는 판독과 기록 동작이 모두 완료될때까지 로우(low)로 유지된다. I/O 장치는 BURST#를 구동하여 
전송길이(the length of the transfer)를 알려주며, 이 전송길이는 BRIDGE_REQ 신호를 사용하여 DMA에 다
시 반영된다. (비록 I/O 브리지가 최종 I/O 판독/기록을 발생할때 중재 상태를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라
도, SACP(42)는 DMA가 PCI 버스를 통해 데이타 전송을 완료하였음을 DMAACT#선의 비활성 상태가 나타낼때
까지 승인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중재모드에서 ARBID(1)와 ARBID(2)는 승인 모드에서 BS16#과 BS8#로서 각기 재정의된다. 이들 신호의 각
각은  DMA  제어기(40)에  의해  판독된다.  BS8#을  활성화시킴으로써,  CACP(110)는  PCI  버스의 소유권
(ownership)을 승인받은 I/O 장치가 8비트 장치임을 DMA 제어기에 알려준다. 마찬가지로, BS16#을 활성화
시킴으로써, CACP(110)는 PCI 버스의 소유권을 승인받은 I/O 장치가 16비트 장치임을 DMA 제어기에 알려
준다. BS16#과 BS8#이 모두 비활성일때는 32비트 장치가 표시된다. 중재모드에서 ARBID(3)는 승인 모드에
서 BSV#로서 재정의된다. BSV#는 I/O 브리지(78)에 의해 활성상태로 구동되어 DMA 제어기에 BS16#과 BS8# 
신호가 유효한 시간을 알려준다. 이러한 세개의 신호, 즉, BS16#, BS8# 그리고 BSV#는 DMA 제어기가 대신
하여 I/O 사이클을 8,16 또는 32비트 장치로서 실행하는 I/O 장치를 식별하기 위해 필요하며, 또한 이들 
신호는 TC#가 브리지 사이클과 관련하여 정확한 타이밍에 따라 활성 상태로 구동될 것을 보장하는데 사용
된다.

표준 I/O 브리지(78)와 I/O 버스(92)의 ISA 구현에 대하여, 중재모드에서 GNT0#와 GNT1#는 승인모드에서 
각각 TC#와 DMAACT#로 재정의된다. 그러나, 버스 사이징 신호 BSV#, BS8#과 BS16#에 대해서는 ISA 버스가 
이 버스에 접속된 I/O 장치에 대한 전용 대역폭 (dedicated bandwidths)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재정의할 
필요는 없다. ISA 버스가 지원하는 여덟 채널중의 네 채널은 8비트 장치용이고 세 채널은 16비트 장치용
으로 유보되어 있다. 그러므로, DMA 제어기(40)는 각각의 채널상의 장치의 형태를 알고 있으며 이들 선에 
대응하는 BRIDGE_SIDEBAND 신호는 ISA 환경에서 사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PCI 버스와 같은 고성능 버스를 포함한 다중 버스 컴퓨터 시스템의 DMA 사이클 논리의 바람직한 
실시예가 기술되었다. 그러나, 전술한 설명은 단지 예시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며, 본 발명이 본 명세서에
서 설명한 특정 실시예로 제약되어서는 안되며, 다음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본 발명의 사상을 벗어나는 일
없이 다양한 재배치, 변경 및 대체가 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중앙 처리 장치(CPU)와 ; 상기 CPU가 시스템 메모리로부터 데이타를 판독하고 상기 시스템 메모리로 데이
타를 기록할 수 있도록, 상기 CPU를 상기 시스템 메모리에 접속시키는 제1시스템 버스와; 상기 CPU에 접
속된 제2시스템 버스와; 상기 제2시스템 버스를 주변 버스(peripheral bus)에 접속시키는 호스트 브리지
(host bridge)와; 상기 주변 버스를 표준 I/O 버스(standard I/O bus)에 연결된 다수의 표준 I/O 장치를 
갖는  표준  I/O  버스에  접속시키는  입력/출력  브리지(I/O  bridge)와;  상기  표준  I/O  버스를 액세스
(access)하기 위해 경쟁하는 상기 다수의 표준 I/O 장치간을 중재(arbitrate)하는 중재모드(arbitration 
mode)와, 선택된 표준 I/O 장치가 상기 표준 I/O 버스에 대한 액세스를 승인받는 승인 모드(grant mode)
에서 동작하는 중재 논리(arbitration logic)와; 상기 CPU의 개입없이 데이타를 상기 시스템 메모리와 상
기 선택된 I/O 장치 사이에서 전송하는 DMA 사이클을 상기 선택된 표준 I/O 장치를 대신하여 실행하는 직
접 메모리 액세스(DMA) 제어기와; 상기 DMA 사이클을 상기 주변 버스를 통해 실행시켜 주는 직접 메모리 
액세스(DMA) 지원논리(support logic)를 포함하는 정보 처리 시스템.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DMA  지원논리는 상기 DMA  제어기를 상기 I/O  브리지에 직접 접속시키는 측대역
(sideband) 신호를 포함하며, 상기 측대역 신호는 상기 DMA 제어기가 상기 DMA 사이클을 실행하는 상기 
선택된 I/O 장치의 버스 사이즈(bus size)를 식별하는 정보를 포함하는 정보 처리 시스템.

청구항 3 

(i) 제1시스템 버스에 의해 메모리에 접속된 중앙 처리 장치(CPU)와; (ii) 상기 CPU에 접속된 제2시스템 
버스와; (iii) 상기 제2시스템 버스를 주변 버스에 접속시키는 호스트 브리지와; (iv) 상기 주변 버스를 
표준 I/O 버스에 연결된 다수의 표준 I/O 장치를 갖는 표준 I/O 버스에 접속시키는 입력/출력(I/O) 브리
지와; (v) 상기 표준 I/O 버스를 액세스하기 위해 경쟁하는 상기 다수의 표준 I/O 장치간의 중재를 위한 
중재모드와, 선택된 표준 I/O 장치가 상기 표중 I/O 버스에 대한 액세스를 승인받는 승인모드에서 동작하
는 중재 논리를 구비한 컴퓨터 시스템에 사용하기 위한 직접 메모리 액세스(DMA) 지원 메카니즘(support 
mechanism)에 있어서, 상기 DMA 지원 메카니즘이: 상기 CPU의 개입없이 데이타를 상기 시스템 메모리와 
상기 선택된 I/O 장치 사이에서 전송하는 DMA 사이클을 상기 선택된 표준 I/O 장치를 대신하여 실행하는 
직접 메모리 액세스(DMA) 제어기와; 상기 DMA 사이클을 상기 주변 버스를 통해 실행시켜 주는 직접 메모
리 액세스(DMA) 지원 논리를 포함하며, 상기 DMA 지원 논리는 상기 DMA 제어기를 상기 I/O 브리지에 직접 
접속시키는 측대역 신호를 구비하고, 상기 측대역 신호는 상기 DMA 제어기가 상기 DMA 사이클을 실행하는 
상기 선택된 I/O 장치의 버스 사이즈를 식별하는 정보를 가지는, 컴퓨터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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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 

제1항  또는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주변  버스는  주변  구성  장치  상호접속(Peripheral  Component 
Interconnect, PCI)구조에 따르는 컴퓨터 시스템.

청구항 5 

제1항 또는 제3항에 있어서, 상기 DMA 제어기는 상기 주변 버스상에 상주하는 컴퓨터 시스템.

청구항 6 

제1항 또는 제3항에 있어서, 상기 DMA 제어기는 상기 제2시스템 버스상에 상주하는 컴퓨터 시스템.

청구항 7 

제1항 또는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주변 버스와 상기 제2시스템 버스는 적어도 32비트의 데이타 폭을 가지
는 컴퓨터 시스템.

청구항 8 

제1항 또는 제3항에 있어서, 상기 표준 I/O 버스는MICROCHANNEL  구조에 따르는 컴퓨터 시스템.

청구항 9 

제1항 또는 제3항에 있어서, 상기 표준 I/O 버스는 ISA 구조에 따르는 컴퓨터 시스템.

청구항 10 

제1항 또는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컴퓨터 시스템은, (i) 상기 제2시스템 버스상에 상주하고 상기 제2시스
템 버스를 주변 I/O 버스에 접속시키는 I/O 제어기와; (ii) 상기 주변 I/O 버스에 접속된 다수의 I/O 장
치를 더 포함하며; 상기 DMA 제어기는 상기 CPU의 개입없이 데이타를 상기 시스템 메모리와 상기 주변 
I/O 장치 사이에서 전송하는 DMA 사이클을 상기 주변 I/O 장치를 대신하여 실행하는 컴퓨터 시스템.

청구항 11 

제1항 또는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측대역 신호는 상기 중재 논리가 상기 중재모드에 있을때 제1기능을 규
정하고 상기 중재 논리가 상기 승인 모드에 있을때 제2기능을 실행하도록 멀티플렉스되는 컴퓨터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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