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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요구된  트랜잭션을  종료시키도록  슬레이브가  준비되지  않은  경우  슬레이브가  마스크  레지스터(mask 
register)내의 마스크 비트(mark bit)를 세트하는 마스크 신호를 단정하는 분할 트랜잭션 버스 프로토콜
(split transaction bus protocols)을 인에이블하는 중재에 대한 배치 및 방법이 제공된다. 요구 마스터
(requesting  master)는  마스크 비트가 레지스터내에서 세트되는 동안 버스로부터 분리되어 재중재(re-
arbitrating)가 방진된다. 슬레이브가 트랜잭션을 종료시키도록 준비되어 있는 경우, 해제 마스터 신호
(release masster signal)가 단정되어 쉬프트 레지스터(shift register)내의 비트가 리세트되도록 한다. 
그리고나서 이 요구 마스터는 버스 이용을 재중재하여 트랜잭션을 종료시킬 수 있다. 버스의 이용가능한 
대역폭이 증가되는데 그 이유는 다른 마스터가 제1요구 마스터와의 트랜잭션을 종료시키도록 준비될 때까
지 중재하는 버스를 이용하긱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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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명세서

[발명의 명칭]

버스 중재 시스템, 버스 중재 회로, 버스 중재 방법 및 데이타 전송 방법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의 중재 메카니즘 및 방법을 이용하고, 중앙 중재 장치를 포함하는 시스템을 나타내는 블
럭도.

제2도는 제1도와 유사하나, MASTER-ID 버스를 이용하지 않는 실시예를 나타내는 블럭도.

제3도는 본 발명의 중재 방법의 예시적인 실시예를 예시하는 흐름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12 : 클러스터                         20 : 메모리 제어기

22 : 중앙 중재자                          26, 28 : 마스터

30 : PCI 버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버스를 통한 정보의 전송에 관한 것으로, 특히, 버스에 접속된 다수의 마스터 및 슬레이브(a 
plurality of masters and slaves)간의 버스 이용을 중재하는 중재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퍼스널 컴퓨터에서, 입력/출력(I/O) 버스의 이용은 이 버스가 적절히 설계되고 구현되지 않은 경우 제한 
인자가 될 수 있다. 산업 표준 아키텍처(ISA) 버스와 같은 특정의 I/O 버스는, 광범위한 비디오 및 직접 
액세스 기억 장치(DASD) 액세스를 요구하지 않는 단일 사용자 퍼스널 컴퓨터에 적합하다. 그러나, 멀티-
태스킹 운영 체제(multi-tasking operating systems) 및 멀티-프로세서(multi-processor; MP) 하드웨어의 
출현에 따라, 비디오 및 DASD 서브시스템은 이용가능한 I/O 버스 및 메모리 서브시스템 대역폭을 처리한
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시스템의 성능을 엄격히 제한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시도는 
마이크로채널 및 EISA 버스와 같은 새롭고 보다 빠른 I/O 버스의 이용을 수반한다. 부분적으로는 성공적
이라고 하더라도, 보다 빠른 버스에 대한 필요성이 명백해진다. 이용할 수 있게 된 보다 빠른 I/O 장치
(버스 마스터)에 의해 이들 보다 빠른 버스가 필요하게 된다. 이전의 버스들은 (DASD, LAN, 비디오 어댑
터와 같은) 다수의 마스터가 동일한 I/O 버스상에 상주하는 특히 워크스테이션 및 서버에서 압도되어 왔
다.

보다 빠른 I/O 버스에 대한 현재의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한 시도에 있어서 퍼스널 컴퓨터 산업은 주변 
소자 인터페이스(peripheral component interface: PCI) 버스로서 알려진 버스 표준으로 최근에 정의되었
다. PCI 버스는 잘 알려져 있으며 이 버스에 대한 명세서는 현재 본 명세서에서 참조로서 인용된다.

PCI 버스는 높은 처리량을 갖는 범용 표준 버스이다. 현재 상술된 바와 같은, PCI 버스는 264 MB/sec 까
지 전송하는 이론적인 포텐셜을 갖는다. 그러나, 이러한 성능은 통상 얻어질 수 없는데 그 이유는 슬레이
브  장치(전형적으로  메모리)가  이러한  높은  속도로  데이타를  액세스하거나  또는  저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개의 메모리 서브시스템은 40-80MB/sec 데이타 전송 속도로 제한된다. 그리고나서 슬레이브 
장치는 전송의 어드레스  및 데이타 단계사이에 대기 상태가 삽입되어야 한다. 이것은 실질적인 대역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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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인 최대 대역폭의 1/2 또는 1/4로 용이하게 줄일 수 있다. 따라서 PCI 버스의 이용가능한 대역폭을 
그의 이론적인 최대값으로 증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형적인 컴퓨터 시스템에는, 데이타 전송에 대해 통상 세단계가 존재한다. 즉, (1) 중재 단계; (2) 어드
레스/커맨드 단계(이하 어드레스 단계); 및 (3) 실질적인 데이타 전송 단계

PCI 버스는 데이타 단계가 항상 어드레스 단계를 즉시 뒤따르는 버스로서 정의되는 접속된 트랜잭션 버스
(connected transaction bus)이다. 즉, 어드레스 단계 및 데이타 단계가 접속됨에 따라 데이타 단계동안 
전송된 데이타는 데이타 단계에 바로 선행하는 버스상에 위치된 어드레스와 항상 연관된다. PCI 버스는 
중재 단계가 어드레스 및 데이타 단계와 오버랩(overlap)하도록 허용하나, 어드레스 및 데이타 단계가 오
버랩하도록 허용하지 않으면, 데이타 단계가 어드레스 단계에 대한 순서와 상관없이 발생하도록 한다.

대조적으로, 분할 트랜잭션 버스(split transaction bus)로서 알려진 버스는 전형적으로 데이타 전송에 
대해 네 단계를 갖는다.  즉,  (1)  어드레스 중재 단계;  (2)  어드레스/커맨드 단계;   (3)  데이타 중재 
단계; 및 (4) 데이타 전송 단계

분할 트랜잭션 버스에서 데이타 단계는 버스상에 위치된 연관된 어드레스 단계를 즉시 뒤따를 필요는 없
다. 대응하는 어드레스 단계가 발생하는 것과 동일한 순서로 데이타 단계가 발생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임의의 데이타가 반환되기 전에 마스터가 다수의 어드레스 단계를 실행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제2마스터
의 데이타 단계를 제1마스터의 데이타 단계와 오버랩하는 것이 또한 가능하다. 분할 트랜잭션 버스에 있
어서 어드레스 중재는 연결된 트랜잭션 버스의 중재와 유사하다. 그러나, 한가지 차이점은, 어드레스 단
계상에서, 마스터는 어드레스/커맨드 신호 및 트랜잭션 식별(ID)을 단정하고 그리고나서 즉시 어드레스 
버스를 해제(release)한다는 점이다. 그리고나서 마스터는 슬레이브가 데이타를 반환할 때까지 대기하거
나 또는 어드레스 버스에 대해 재중재(rearbitrate)하고 부가적인 어드레스 단계를 실행한다. 슬레이브는 
어드레스 단계동안 송출된 어드레스/커맨드 및 마스터 식별을 저장하고 그리고나서 전송을 종료하도록 준
비가 된 경우 데이타 버스에 대해 중재한다. 슬레이브가 데이타 버스에 승인되는 경우, 이것은 트랜잭션 
ID를 버스상에 위치시킴과 동시에 데이타를 데이타 버스상에 위치시킨다. 그다음에 마스터는 자신의 트랜
잭션 ID를 인식하고 데이타를 채택함에 따라 트랜잭션을 종료시킨다.

분할 트랜잭션 버스와 대조적으로, 종래의 PCI 버스는 어드레스/커맨드 및 식별의 단정시에 어드레스 버
스를 즉시 해제하는 마스터를 이용하지 않는다. 대신에, 종래의 PCI 버스상에서, 트랜잭션을 종료시키도
록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슬레이브에  의한  신호는  마스터가  재시도(retry)하도록 한다(백-오프(back-
off)/재시도 특성). 이것은 PCI 마스터가 즉시 재중재하도록 하게 하여 트랜잭션을 다시 재시도한다. 마
스터는 정상적으로 버스를 계속 요구할 것이고 슬레이브가 준비될 때까지 동일한 트랜잭션을 계속 재시도
하여, 다른 마스터가 버스를 이용하는 것을 보다 어렵게 한다. 이것은 PCI 버스의 이용가능한 대역폭을 
감소시킨다. 

PCI 버스와 같은 접속된 트랜잭션 버스가 분할 트랜잭션 버스 방식으로 동작하도록 하여 이용가능한 대역
폭을 증가시키는 중재 메카니즘 및 배치에 대한 필요성이 존재한다. 특히 PCI 버스에 대해, PCI 아키텍처
에 영향을 주지 않거나 현재의 또는 장래의 PCI 마스터가 변화하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고 분할 트랜잭션
을 허용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이들 및 다른 필요성은 버스, 이 버스에 접속되어 버스에 대한 중재를 요구하고 버스가 승인되는 때에 트
랜잭션을 개시하는 로직을 구비하는 다수의 마수터(a plurality of masters), 상기 버스에 접속된 다수의 
슬레이브(a plurality of slaves)로서, 그들 중 적어도 하나는 트랜잭션을 종료시키기 위한 슬레이브의 
준비상태(readiness)를  표시하는  로직을  구비하는  버스에  접속된  상기  다수의  슬레이브,  및 중재자
(arbitrator)를 포함하는 시스템을 제공하는 본 발명에 의해 충족된다. 이 중재자는 트랜잭션이 요구되었
던 슬레이브가 트랜잭션을 종료시키도록 준비되지 않은 경우 마스터를 버스로부터 분리하는 로직을 구비
한다. 슬레이브가 트랜잭션을 종료시키도록 준비될 때까지 마스터의 버스에 대한 재중재를 방지하는 로직
이 또한 제공된다.

슬레이브는 트랜잭션을 종료시키기 위해 준비될 때까지 마스터의 버스에 대한 재중재를 방지함으로써, 버
스는 다른 마스터에 의해 이용이 자유롭게 된다. 이것은 버스의 이용가능한 대역폭에 있어서 그의 이론적
인 초대 포텐셜로 직접 증가시킨다.

본 발명의 특정 실시예에서, 슬레이브는 요구된 트랜잭션을 종료시키도록 준비되지 않음을 표시하는 제1
신호를 단정할 것이다. 이 신호는 요구 마스터에 대응하는 마스크 비트(마스크 표시기)가 마스크 레지스
터내에서 세트되도록 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에는 마스크 레지스터가 위치되는 중앙 중재자를 이용한다. 일단 이러한 마스크 
비트가 세트되면, 마스크는 버스를 계속 요구할 수 있으나, 중앙 중재자는 요구를 무시할 것이고 마스크
된 마스터에 버스를 승인하지 않을 것이다.

요구 마스터가 버스에 대해 활성적으로 중재하도록 하기 위해, 트랜잭션을 종료시키도록 준비되어 있는 
슬레이브가 제2신호를 전송할 것이며, 이 제2신호는 요구 마스터에 대응하는 마스크 비트가 리세트되도록 
하는 마스크 해제 신호를 구비한다. 이것은 마스터가 버스 이용에 대해 재중재하고 트랜잭션을 종료하도
록 한다.

본 발명의 특정 실시예는 마스터가 버스에 승인될 때까지 마스크가 리세트되었던 마스터에 최고 중재 우
선순위를 일시적으로 할당하는 수단을 포함한다. 일단 승인되면, 마스터의 우선순위는 자신의 최초 값으
로 복귀한다. 이것은 마스크되지 않은 마스터가 버스에 승인될 다음 장치가 되어 적절한 방식으로 분할 
트랜잭션을 종료시키도록 보장하는 장점을 갖는다. 

마스터 식별 버스의 이용을 피하기 위해, 본 발명의 특정 실시예는 슬레이브 중 임의의 한 슬레이브에 의
해 제2신호의 단정시 마스크되었던 모든 마스터를 해제한다. 마스크되지 않았던 마스터에 우선순위가 승
인되나, 트랜잭션이 요구되는 슬레이브가 트랜잭션을 종료시키도록 준비되지 않은 경우, 이 마스터는 단
순히 재마스크(remask)되고 나머지 마스크되지 않은 마스터들이 재중재한다. 이것은 현재 종료되도록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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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되어 있는 트랜잭션을 요구한 마스터가 버스에 대한 중재를 획득할 때까지 발생한다. 본 방법은 마스터 
식별 버스의 이용보다 덜 효율적인 분할 트랜잭션을 실행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본 실시예는 하드웨어에 
대해 구현하는데 있어 보다 저가이며 보다 간단한 장점을 갖는다.

본 발명의 전술한 내용과 다른 목적, 특징, 측면 및 장점은 첨부되는 도면과 함께 취해지는 본 발명의 다
음 상세한 설명으로부터 보다 명백해질 것이다.

다음의 상세한 설명에서 이용되는 접속된 트랜잭션 버스의 일예는 PCI 버스이다. 그러나, 백오프/재시도 
특성을 갖는 접속된 트랜잭션 버스인 다른 버스들은 본 발명의 중재 메카니즘과 함께 이용될 수 있다.

시스템 배치는 멀티-프로세서 아키텍처가 예시되어 있는 제1도에 도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본 발명은 단
일-프로세서 애플리케이션에도 적용가능하다. 제1도에 예시된 멀티-프로세서 아키텍처는 공유 일관성 분
산 메모리(shared coherent distributed memory)를 갖는 대칭적인 멀티-프로세서 아키텍처이다. 예시적인 
아키텍처는 멀티-프로세서 버스가 중간-클러스터 링크(14)에 의해 연결되는 제1클러스터(10)와 제2클러스
터(12)를 구비한다. 각 멀티-프로세서 클러스터(10, 12)는 그 클러스터의 멀티-프로세서 버스(19)에 접속
된 다수의 CPU(16, 18)를 갖는다. 멀티-프로세서 버스(19)는 메모리 제어기(20)에 접속된다. 이 메모리 
제어기(20)는 CPU(16,  18)와 같은 프로세와 I/O  마스터(26,  28)에 데이타를 제공한다. I/O  마스터(26, 
28)는 PCI 버스(30)를 통해 메모리 제어기(20) 및 PCI 중앙 중재자(22)에 접속된다.

제1도에 기술된 아키텍처에서, 데이타 전송의 지연이 커질 수 있고, 성능 및 이용가능한 버스 대역폭 모
두에 여향을 줄 것이다. 이것은 제1클러스터(10)의 마스터(26)와 같은 PCI 버스(30)상의 마스터가 클러스
터(12)상에 위치된 메모리에 위치된 데이타를 판독하는 경우 특히 명백해진다. 메모리로부터의 응답 데이
타에 대한 전체 지연은 캐쉬 라인의 전송을 위해, 3 마이크로초로 연장할 수 있다. 이것은 32 바이트 전
송을 위해 3 마이크로초동안 PCI 버스를 구속할 수 있고, 이용가능한 PCI 버스 대역폭을 크게 제한한다. 
그러나, 본 발명의중재 메카니즘은 PCI 아키텍처에 영향을 주지 않고 현재의 PCI 마스터가 변화하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고 전체 버스 대역폭을 증가시킨다.

본 발명은 메모리 제어기(20)와 PCI 중재자(22)사이에 세 사이드밴드 신호의 통신을 제공한다. 이들 신호
는 MASK_MASTER,  REL_MASTER 및 MASTER_ID이다. 본 발명의 중재 메카니즘에 의한 이들 신호의 이용은 이
하 보다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설명의 용이를 위해, 다음의 동작 일예에서, 마스터(26)는 클러스터(10)와 같은 자신의 클러스터의 메모
리 제어기(20)와의 트랜잭션을 요구한다. 마스터(26)는 PCI 버스(30)의 이용을 위해 마스터(28)와 중재한
다. 중앙 중재자(22)는 마스터(26)가 중재를 획득하고 마스터(26)가 PCI 버스(30)의 이용을 승인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마스터(26)는 어드레스 및 제어 신호와, 메모리 제어기(20)로부터의 
데이타를 요구하는 FRAME#를 단정한다. 종래 기술의 배치에서, 메모리 제어기(20)가 이러한 시점에서 데
이타를 전송하도록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제어기(20)가 트랜잭션을 종료시키도록 준비 할 때까지 대
기 상태를 삽입할 것이다. 동시에, 마스터(28)와 같은 다른 마스터가 버스를 이용하려고 한다면, 이들은 
버스를 이용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마스터(26)와 메모리 제어기(20)사이의 트랜잭션이 버스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종래 기술에서 이러한 중재 시퀀스가 발생하는데 그 이유는 트랜잭션을 위한 데이타 단계
가 버스상에서 그 트랜잭션을 위한 어드레스 단계를 바로 뒤따르고 대기 상태가 카운트하고 있지 않은 정
상적으로 접속된 트랜잭션 단계이기 때문이다.

본  발명의  장치  및  방법은  분할  트랜잭션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PCI  버스(30)의  이러한  제한을 
극복한다. 이러기 위해서는, 요구 마스터(26)가 PCI 버스(30)로 부터 분리되고 메모리 제어기(20)가 트랜
잭션을 종료하도록 준비되었음을 신호할 때까지 재중재가 방지된다. 이것은 이용가능한 대역폭을 증가시
키는데 그 이유는 마스터(28)와 같은 다른 마스터가 이 시간동안 PCI 버스(30)를 중재하고 이용할 수 있
기  때문이다.  본  발명은  두  부가적인  신호,  즉  PCI  버스상(30)의  사이드밴드  신호로서  제공되는 
MASK_MASTER 신호 및 REL_MASTER 신호를 이용한다. 특정 실시예에서는 제3신호, 즉 MASTER_ID 신호가 이
용되어 마스터가 마스크/해제되는지를 표시함으로써 버스 효율을 또한 증가시킨다.

본 발명의 방법의 실시예는 제3도에서 흐름도 형태로 예시된다. 본 실시예에서, 마스터(26)는 이 트랜잭
션을 위한 슬레이브로서 동작하고 있는 메모리 제어기(20)와의 트랜잭션을 요구한다. 단계(50)에서, 마스
터는 PCI 버스(30)의 이용을 위해 다른 마스터(28 등)와 중재한다. 중앙 중재자(22)는 요구 마스터(26)에 
대응하는 마스크 비트가 중재자(22)내의 SPLIT_MAS  레지스터(23)에서 세트되었는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이것은 단계(52)에서 수행된다. 마스크 비트가 세트되지 않는 경우, 중재자(22)는 마스터(26)가 PCI 버스
(30)를 중재하도록 한다. 마스터(26)에 버스가 승인되지 않는 경우(단계 54), 프로세스는 마스터(26)가 
버스(30)의 이용을 계속 중재하는 단계(50)로 복귀한다.

이제  마스터가  중재를  획득했고  중재자(22)에  의해  버스(30)가  승인되었다고  가정한다.  위닝 마스터
(winning master)(26)는 PCI 버스(30)상의 메모리 제어기(20)에 대해 FRAME#, 어드레스 및 제어 신호를 
단정한다. 그다음에 슬레이브(메모리 제어기(20))가 트랜잭션을 종료시키도록 준비되어 있는지가 결정된
다(단계 58). 메모리 제어기(20)가 준비된 경우, 요구된 데이타를 마스터(26)에 제공하여 트랜잭션을 종
료시킬 것이다. 그다음에 정상 버스 중재(단계 78)가 뒤따른다.

메모리 제어기(28)가 트랜잭션을 종료시키도록 준비되지 않은 경우, 단계(60)에서 (슬레이브로서 동작하
는)  메모리  제어기(20)는  신호  STOP#,  MASK_MASTER,  및  MASTER_ID와  함께  신호  DEVSEL#를  단정한다. 
MASK_MASTER, 및 MASTER_ID 신호는 중재자(22)로 전송된다. PCI 버스(30)상의 제어기(20)에 의한 DEVSEL# 
및  STOP#  신호의  단정은  마스터(26)를  재시도하도록  한다.  동시에,  중재자(22)는  중재자(22)의 

SPLIT_MASK 레지스터(23)내에서 마스터(26)에 대응하는 SPLIT_MASK 비트를 세트한다(단계 62).

그의 SPLIT_MASK 비트가 SPLIT_MASK 레지스터(23)에서 세트되면, 단계(64)에서 마스터(26)가 버스(30)를 
중재하도록 시도한다. 그다음에 단계(66)에서 제어기(20)(슬레이브)가 트랜잭션을 종료시키도록 준비되어 
있는지의 여부가 결정된다. 준비되어 있지 않는 경우, SPLIT_MASK 비트가 유지되고(단계 68), 단계(70)에
서 마스터(26)는 버스에 대해 재중재하는 기회가 부정된다. 그리고나서 단계(64)에서 마스터(26)는 버스
에 대해 재중재하는 시도를 계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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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74, 80, 82 및 84)는 본 발명에서 이용될 수 있는 우선순위 결정의 실시예를 기술한다. 단계(74)에
서,  중재자(22)는  SPLIT_MASK  비트를  리세트하고  모든  다른  요구에  대해  TEMP_MASK  레지스터내의 
TEMP_MASK 비트를 세트한다. 단계(80)에서, 마스터(26)(현재 우선순위 마스터)는 재중재를 시도하고, 액
세스는 비트가 TEMP_MASK 레지스터내에서 세트되는 다른 마스터에 대해 부정된다. 단계(82)에서 마스터에 
버스가 승인되고, 마스터의 TEMP_MASK  비트는 TEMP_MASK  레지스터내에서 세트된다. 단계(84)에서, 모든 
우선순위 마스터가 서비스되는지의 여부가 결정된다. 서비스되지 않는 경우, 프로세스는 단계(80)로 복귀
한다. 모든 우선순위 마스터가 서비스된 경우, 프로세스는 단계(50)로 복귀한다.

일단 마스터(26)에 버스가 승인되면(단계80), 마스터(26)는 메모리 제어기(20)에 대해 자신의 어드레스, 
제어 신호 및 FRAME#를 단정할 것이다(단계56). 메모리 제어기(20)가 트랜잭션을 종료시키도록 준비되어 
있으므로(단계 58),  메모리 제어기(20)는 요구된 데이타를 마스터(26)에 제공하여 트랜잭션을 종료시킬 
것이고(단계 76), 단계(78)에서 정상 버스 중재가 뒤따를 것이다.

전술한 방법에 의해, 마스터(26)는 메모리 제어기(20)가 요구된 트랜잭션을 종료시키도록 준비될 때까지 
PCI 버스(30)로부터 분리되어 재중재하는 것이 방지된다. 버스(30)에 접속된 다른 마스터는 이 시간동안 
버스에 대해 중재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되어 버스(30)의 이용가능한 대역폭을 증가시키게 된다.

본 발명의 분할 트랜잭션을 효율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이것을 실행하기 위해 슬레이브
는 마스터가 마스크될 수 없는 중재자(22)를 정확히 구별하도록 요구되어 트랜잭션의 데이타 단계를 종료
시킨다. 부가적으로, 마스터에 가능한 한 빨리 버스가 승인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 이유는 슬레이브가 
현재의 데이타 단계를 종료할 때까지 슬레이브는 더 이상의 어드레스를 채택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본 발
명의 특정 실시예에서, MASTER_ID 버스가 이용되어, 본 실시예를 더 효율적이 되게 하나, 모듈 핀 카운트 
및 로직(module pin count and logic)의 관점에서는 보다 비싸게 된다. 어드레스 단계동안, 슬레이브는 
MASTER_ID 버스상에서 고유의 ID를 구동시키고, ID는 현재의 어드레스 단계에 연관되는 반면, 슬레이브는 
MASK_MASTER를 또한 단정하고 재시도를 실행한다. 그다음에 중재자(22)는 이 고유의 ID를 저장하고 이 ID
를  버스(30)상에  현재  존재하는  마스터(26)와  같은  마스터에  연관시킨다.  슬레이브가  준비되어  있는 
경우, 중재자는 버스(30)상에 ID를 위치시킴과 동시에 REL_MASTER를 활성화한다. 그리고나서 중재자(22)
는 MASTER_ID에 연관되는 SPLIT_MASK 레지스터(23)내의 SPLIT_MASK 비트만을 리세트하고 SPLIT_MASK 비트
에 최고 중재 우선순위를 일시적으로 제공한다. 이것은 마스크되지 않은 마스터가 버스(30)의 이용이 승
인될 다음 장치가 되어 적절한 방식으로 분할 트랜잭션을 종료시키도록 보장하는 효과를 갖는다. 다수의 
마스터가 데이타 단계를 종료하기 전에 자신들이 해제되는 경우, 중재자(22)는 해제된 ID들이 발생하는 
순서를 추적하고 버스(30)상에 각각의 마스터 우선순위를 하나씩 제공한다. 이것은 주로 SPLIT_MASK 비트
가 사전결정된 알고리즘에 기초하여 하나씩 리세트되도록 함으로써 용이하게 행해진다. 큐로 되어 있는 
제1마스터가 프레임을 개시하는 경우, 다음 마스터는 즉시 해제된다. 이것은 현재 마스터의 프레임동안 
다음 마스터가 중재를 종료시키도록 할 것이고 따라서 PCI 버스(30)의 가장 효율적인 이용을 제공한다.

제2도의 예시적인 실시예와 같은 본 발명의 특정 다른 실시예에서, MASTER_ID 버스는 이용되지 않는다. 
중재자(22)는 현재 어떤 마스터에 버스(30)가 승인되는지를 알고 있으므로, 중재자(22)는 MASK_MASTER 신
호의 단정시 재시도가 발생하는 경우 이러한 현재 마스터를 마스크할 것이다. 또한, MASTER_ID가 존재하
지 않으므로, REL_MASTER 신호가 활성화되는 경우, 모든 마스크된 마스터가 해제되고 이전에 마스크되지 
않은 모든 마스터보다 우선순위가 주어진다. 단지 하나의 마스터가 마스크된 경우, 본 방법은 MASTER_ID
버스를 이용하는 다른 실시예와 동일한 결과를 성취한다. 그러나, 다수의 마스터가 마스크된 경우, 이 효
율은 저하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비록 제어기(20)가 마스터(28)에 대한 데이타를 가질 수 있다 하더라도 
마스터(26)에 버스(30)가 승인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서, 제어기(20)는 MASK_MASTER를 활성화하
고 재시도를 실행시키므로써 마스터(26)를 리마스크할 것이다. 결국, 마스터(28)에 버스(30)가 승인될 것
이고, 자신의 트랜잭션을 종료시켜 정상 버스 중재가 발생할 것이다.

이러한 다른 실시예에서, 최근에 마스크되지 않은 마스터에 대한 생성 우선순위는 각종 방법으로 수행될 
수 있고, 한 방법은 이미 제3도의 단계(74, 80-84)에 대해 간략히 기술되어 있다. 이러한 예시적인 실시
예에서,  마스크(TEMP_MASK)의  제2세트가  이용되어  모든  정상  마스터를  일시적으로  블럭킹한다. 

REL_MASTER가 수신되는 클럭사이클동안, 현재 리세트되는 모든 SPLIT_MASK 비트에 대응하는 TEMP_MASK 비
트가 세트된다. 그리고나서 현재 세트되는 모든 SPLIT_MASK 비트가 리세트된다. 몇몇 마스터가 한꺼번에 
해제되나, 마스터의 이러한 그룹은 모든 이전에 마스크되지 않은 마스터보다 우선 순위가 주어진다. 그다
음에 해제된 우선순위 마스터들은 정상 우선순위에 기초하여 중재한다. 각각의 해제된 마스터에 버스가 
승인됨에 따라, 자신의 비트는 TEMP-MASK 레지스터내에 세트된다. 일단 모든 마스터가 SPLIT_MASK 또는 
TEMP_MASK 비트를 세트되도록 하면, TEMP_MASK 레지스터는 자동으로 리세트되고, 시스템은 정상 중재를 
재개한다.

제2도의 실시예는 멀티-프로세서 버스(19) 및 PCI 버스(30)사이의 호스트 브리지(21)를 또한 이용하고, 
호스트 브리지는 자신들의 정상 기능을 수행한다. 본 실시예에서 메모리 제어기(20)는 멀티-프로세서 버
스(19)에 접속된다.

본 발명은 PCI 버스를 이용하여 기술되었으나, 트랜잭션이 종료되기 전에 마스터가 버스를 떠나도록 하는 
백-오프/재시도 특성을 갖는 다른 버스에도 또한 적용가능하다.

본 발명이 상세히 도시되고 기술되었으나, 전술한 설명은 모든 측면에 있어서 예시적이되 제한적이지는 
않다. 따라서 본 발명의 범위로부터 이탈하지 않고 다수의 수정 및 변경이 고안될 수 있음을 이해할 것이
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버스(a bus)와 ; 상기 버스에 접속되어, 상기 버스에 대한 중재를 요구하고(requesting arbitraton for 
the bus) 상기 버스가 승인되는 때에(upon being granted the bus) 트랜잭션(a transaction)을 개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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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로직(logic)을 구비하는 다수의 마스터(a plurality of masters)와; 상기 버스에 접속된 다수의 슬
레이브(a plurality of slaves)로서, 그들 중 적어도 하나는 상기 트랜잭션을 종료시키기 위한 상기 슬레
이브의 준비상태(readiness)를 표시하는 로직을 구비하는 상기 다수의 슬레이브; 및 상기 트랜잭션이 요
구되었던 슬레이브가 상기 트랜잭션을 종료시키도록 준비되지 않은 경우 마스터를 상기 버스로부터 분리
하는 로직과, 상기 슬레이브가 상기 트랜잭션을 종료시키도록 준비될 때까지 상기 마스터의 상기 버스에 
대한 재중재(re-arbitrate)를 방지하는 로직을 구비하는 중재자(an arbiter)를 포함하는 버스 중재 시스
템.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트랜잭션을 종료시키기 위한 상기 슬레이브의 준비상태를 표시하는 로직은, 상기 
슬레이브가 상기 중재 요구 마스터(a requesting master)와의 트랜잭션을 종료시키도록 준비되지 않았음
을 표시하는 제1신호(a first signal)가 생성되는 상기 중재자에 접속된 제1출력(a first output); 및 상
기 슬레이브가 상기 중재 요구 마스터와의 트랜잭션을 종료시키도록 준비되어 있음을 표시하는 제2신호(a 
second signal)가 생성되는 상기 중재자에 접속된 제2출력(a second output)을 포함하는 버스 중재 시스
템.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중재자는 상기 제1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중재 요구 마스터를 식별하는 마스크 표시
기(a mask indicator)를 세트하는 마스크된 마스터 레지스터(a masked master register)와; 상기 마스크
된 마스터 레지스터가 상기 중재 요구 마스터의 상기 마스크 표시기를 구비하는 한 상기 중재 요구 마스
터의 버스에 대한 재중재를 방지하고, 상기 마스크된 마스터 레지스터가 상기 중재 요구 마스터의 상기 
마스크 표시기를 구비하지 않는 경우 상기 중재 요구 마스터의 버스에 대한 재중재를 허용하기 위한 로직
과; 상기 제2신호의 수신에 응답하여 상기 마스크된 마스터 레지스터로부터 상기 중재 요구 마스터의 상
기 마스크 표시기를 리세트(reset)하기 위한 로직을 포함하는 버스 중재 시스템.

청구항 4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슬레이브와 상기 중재 수단사이에 접속된 마스터 식별버스(a master 
identification bus)를 더 구비하며, 상기 슬레이브는 상기 중재 수단에 대해 상기 중재 요구 마스터를 
식별하는 신호가 생성되는 상기 마스터 식별 버스에 접속된 제3출력(a third output)을 포함하는 버스 중
재 시스템.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버스는 접속된 트랜잭션 버스(a connected transaction bus)인 버스 중재 시스템.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접속된 트랜잭션 버스는 주변 소자 인터페이스(a peripheral component interface; 
PCI) 버스인 버스 중재 시스템.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중재자는, 상기 버스에 대한 재중재가 방지되었던 마스터에, 그 마스터의 버스에 
대한 재중재가 허용되는 경우, 최고 우선순위(a highest priority)를 할당하기 위한 로직을 포함하는 버
스 중재 시스템.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중재자는 상기 슬레이브중 임의의 한 슬레이브가 상기 제2신호를 생성할 때마다 상
기 마스크 표시기가 세트되었던 모든 마스터에 대해 상기 마스크 표시기를 총체적으로 리세트하기 위한 
로직을 포함하는 버스 중재 시스템.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중재자는 상기 마스크 표시기가 리세트되었던 각각의 마스터에 대응하는 일시적 표
시기(a temporary indicator)를 세트하는 일시적 마스크 레지스터(a temporary mask register)와; 마스크 
표시기가 리세트되었던 마스터의 각각에 모든 다른 마스터에 비해 중재를 위한 보다 높은 우선순위를 일
시적으로 할당하되 상기 보다 높은 우선순위(higher priority) 마스터의 각각이 버스를 획득할 때까지 행
하기 위한 로직을 포함하며, 각각의 일시적 표시기는 대응하는 보다 높은 우선순위 마스터가 버스를 획득
하는 때에 리세트되는 버스 중재 시스템.

청구항 10 

다수의 마스터 및 적어도 하나의 슬레이브가 접속되는 버스에 대한 중재 회로(an arbitration circuit)에 
있어서, 버스를 요구하는 상기 마스터들간을 중재하고 상기 중재의 위닝 마스터(a winning master)에 버
스를 승인하기 위한 중재 로직(arbitration logic)과; 상기 위닝 마스터에 의해 트랜잭션이 요구되는 슬
레이브가 트랜잭션을 종료시킬 수 없음에 응답하여 상기 위닝 마스터를 버스로부터 분리하기 위한 로직; 
및 상기 슬레이브가 상기 트랜잭션을 종료시킬 수 없는 한 상기 중재 요구 마스터의 버스에 대한 재중재
를 방지하기 위한 로직을 포함하는 버스 중재 회로.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중재 로직은 마스터로부터 중재 요구를 수신하는 입력(an input)을 포함하는 버스 
중재 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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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2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분리하는 로직은, 상기 슬레이브가 중재 요구 마스터와의 트랜잭션을 종료시키도
록 준비되어 있지 않음을 표시하는 제1신호를 트랜잭션이 요구되는 슬레이브로부터 수신하는 입력과, 상
기 제1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중재 요구 마스터의 표시기를 세트하는 마스크된 마스터 레지스터를 포함하
는 버스 중재 회로.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방지하는 로직은 상기 마스크된 마스터 레지스터에 접속되며, 상기 슬레이브가 상
기 중재 요구 마스터와의 트랜잭션을 종료시키도록 준비되어 있음을 표시하는 제2신호를 슬레이브로부터 
수신하는 입력을 구비하고, 상기 마스크된 마스터 레지스터는 상기 제2신호의 수신에 응답하여 상기 중재 
요구 마스터의 표시기를 리세트하는 버스 중재 회로.

청구항 14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마스크된 마스터 레지스터는 상기 중재 요구 마스터의 식별자(identifier)를 포함
하고, 상기 방지하는 로직은 상기 마스크된 마스터 레지스터가 상기 중재 요구 마스터의 표시기를 구비하
지 않는 경우에 상기 요구 마스터의 버스에 대한 재중재를 허용하기 위한 로직을 포함하는 버스 중재 회
로.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마스터 식별 버스를 통해 상기 슬레이브로부터 마스터 식별 신호를 수신하기 위한 마스
터 식별 버스 입력(a master identification bus input)을 더 포함하는 버스 중재 회로.

청구항 16 

버스에 대한 중재를 행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버스에 대한 중재를 요구하는 마스터가 중재에서 우위를 
획득하는 경우 그 마스터에 상기 버스를 승인하는 단계와; 슬레이브와 버스상에서의 트랜잭션을 위한 요
구를 버스상에 마스터에 의해 단정하는 단계와; 상기 슬레이브가 트랜잭션을 종료시키도록 준비되어 있지 
않음을 표시하는 제1신호를 상기 슬레이브에 의해 단정하고 상기 마스터를 재시도(retry)하는 단계와; 상
기 슬레이브가 상기 트랜잭션을 종료시키도록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상기 제1신호를 상기 슬레이브가 
단정하는 경우 상기 마스터의 버스에 대한 재중재를 방지하고, 다른 마스터의 버스에 대한 재중재를 허용
하는 단계와; 상기 슬레이브가 트랜잭션을 종료시키도록 준비된 경우 상기 슬레이브가 트랜잭션을 종료시
키도록 준비가 되어 있음을 표시하는 제2신호를 상기 슬레이브에 의해 단정하는 단계와; 상기 슬레이브가 
상기 제2신호를 단정하는 경우 상기 마스터의 버스에 대한 재중재를 허용하고, 상기 마스터가 중재에 우
위를 획득하는 경우 상기 마스터에 버스를 승인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버스 중재 방법.

청구항 17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제1신호는 마스크 마스터 신호(a mask master signal)를 포함하며, 상기 마스터의 
버스에 대한 재중재를 방지하는 단계는, 버스에 대한 재중재가 방지되는 마스터를 식별하는 마스크 표시
기를 세팅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버스 중재 방법.

청구항 18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제2신호는 마스크 해제 신호(a mask release signal)를 포함하며, 상기 마스터의 
재중재를 허용하는 단계는, 마스크 표시기를 리세팅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버스 중재 방법.

청구항 19 

제18항에  있어서,  버스에  접속된  마스터의  각각에  대한  마스크  표시기를  중앙  중재  회로(a  central 
arbitration circuit)의 마스크 레지스터(a mask regiser)에 저장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마스크 표
시기는 상기 제1 및 제2신호에 따라 세트되고 리세트되는 버스 중재 방법.

청구항 20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버스는 접속된 트랜잭션 버스(a connected transaction bus)인 버스 중재 방법.

청구항 21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접속된 트랜잭션 버스는 주변 소자 인터페이스(peripheral component interface; 
PCI) 버스인 버스 중재 방법.

청구항 22 

제18항에 있어서, 버스에 접속된 마스터의 각각에 대한 마스크 표시기를 상기 마스터의 마스크 레지스터
에 저장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며, 상기 마스터는 버스에 대한 분산된 중재(a distributed arbitration)를 
수행하고, 상기 마스크 표시기는 상기 제1 및 제2신호에 따라 세트되고 리세트되는 버스 중재 방법.

청구항 23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및 제2신호는 트랜잭션을 위한 요구를 단정했던 특정의 마스터를 표시하는 마
스터 식별 신호를 더 포함하는 버스 중재 방법.

청구항 24 

제23항에 있어서, 버스에 대한 재중재가 방지되었던 마스터에, 그 마스터의 버스에 대한 재중재가 허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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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 최고 우선순위(a highest priority)를 할당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버스 중재 방법.

청구항 25 

제24항에 있어서, 상기 할당 단계는 상기 슬레이브가 상기 제2신호를 단정하는 경우 상기 마스터 식별 신
호에 의해 식별된 상기 마스터의 마스크 식별자를 리세팅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버스 중재 방법.

청구항 26 

제25항에 있어서, 다수의 슬레이브가 각종 마스터로부터의 요구에 관계된 제2신호를 단정하고, 상기 제2
신호가 단정되는 순서로 상기 제2신호로 식별된 마스터에 재중재를 위한 최고 우선순위를 할당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버스 중재 방법.

청구항 27 

제16항에 있어서, 버스에 대한 재중재가 방지되었던 마스터에, 그 마스터의 버스에 대한 재중재가 허용되
는 경우 최고 우선순위를 할당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버스 중재 방법.

청구항 28 

제17항에 있어서, 다수의 마스터 및 슬레이브가 버스에 접속되며, 상기 방법은 버스에 접속된 마스터의 
각각에 대한 마스크 표시기를 중앙 중재 회로의 마스크 레지스터에 저장하되, 개별적인 마스터에 대한 상
기 마스크 표시기가 개별적인 마스터에 관계된 트랜잭션을 위해 상기 제1신호의 단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세트되게 저장하는 단계와, 임의의 슬레이브가 상기 제2신호를 단정할 때마다 상기 마스크 표시기가 세트
되었던 모든 마스터에 대해 상기 마스크 표시기를 총체적으로 리세팅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버스 중재 
방법.

청구항 29 

제28항에 있어서, 상기 마스크 표시기가 리세트되었던 마스터의 리스트(a list of masters)를 저장하는 
단계와; 상기 마스크 표시기가 리세트되었던 마스터의 각각에, 다른 모든 마스터보다 우선순위를 할당하
는 단계와; 우선순위가 할당되었던 마스터들간을 중재하는 단계와; 위닝 마스터에 버스를 승인하는 단계 
및; 우선순위가 할당되었던 마스터의 각각에 버스가 승인된 후 모든 마스터들간의 중재를 재개(resume)하
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버스 중재 방법.

청구항 30 

버스를 통해 데이타를 전송하는 방법에 있어서, 버스에 대한 중재를 요구하는 마스터가 중재에서 우위를 
획득하는 경우, 그 마스터에 상기 마스터를 승인하는 단계와; 슬레이브로부터 버스를 통한 데이타 전송을 
위한 요구를 버스상에 상기 마스터에 의해 단정하는 단계와; 상기 슬레이브가 트랜잭션을 종료시키도록 
준비되어 있지 않았음을 표시하는 제1신호를 상기 슬레이브에 의해 단정하고, 상기 마스터를 재시도하는 
단계와; 상기 슬레이브가 트랜잭션을 종료시키도록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신호를 상기 슬레이브가 단정하
는 경우 상기 마스터의 버스에 대한 재중재를 방지하고, 다른 마스터의 버스에 대한 중재를 허용하는 단
계와; 상기 슬레이브가 트랜잭션을 종료시키도록 준비된 경우 상기 슬레이브가 트랜잭션을 종료시키도록 
준비되어 있음을 표시하는 제2신호를 상기 슬레이브에 의해 단정하는 단계와; 상기 마스터가 중재에서 우
위를 획득하는 경우 상기 마스터의 버스에 대한 재중재를 허용하고 상기 마스터에 버스를 승인하는 단계
와; 상기 슬레이브로부터 버스를 통한 데이타 전송을 위한 요구를 버스상에 상기 마스터에 의해 재단정
(re-assert)하는 단계; 및 요구된 데이타를 상기 슬레이브로부터 상기 마스터로 버스를 통해 전송하는 단
계를 포함하는 데이타 전송 방법.

청구항 31 

제30항에 있어서, 상기 제1신호는 마스크 마스터 신호를 포함하여, 상기 마스터의 버스에 대한 재중재를 
방지하는 단계는, 버스에 대한 재중재가 방지되는 마스터를 식별하는 마스크 표시기를 세팅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데이타 전송 방법.

청구항 32 

제31항에 있어서, 상기 제2신호는 마스크 해제 신호를 포함하며, 상기 마스터의 재중재를 허용하는 단계
는, 마스크 표시기를 리세팅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데이타 전송 방법.

청구항 33 

제32항에 있어서, 버스에 접속된 마스터의 각각에 대한 마스크 표시기를 중앙 중재 회로의 마스크 레지스
터에 저장하며, 상기 마스크 표시기는 상기 제1 및 제2신호에 따라 세트되고 리세트되는 단계를 더 포함
하는 데이타 전송 방법.

청구항 34 

제33항에 있어서, 상기 버스는 접속된 트랜잭션 버스인 데이타 전송 방법.

청구항 35 

제34항에 있어서, 상기 접속된 트랜잭션 버스는 주변 소자 인터페이스 버스인 데이타 전송 방법.

청구항 36 

제35항에 있어서, 버스에 접속된 상기 마스터의 각각에 대한 마스크 표시기를 상기 마스터의 마스크 레지
스터에 저장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며, 상기 마스터는 버스에 대한 분산된 중재를 수행하고, 상기 마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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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기는 상기 제1 및 제2신호에 따라 상기 마스크 레지스터에서 세트되고 리세트되는 데이타 전송 방법.

청구항 37 

제3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및 제2신호는 트랜잭션을 위한 요구를 단정했던 특정의 마스터를 표시하는 마
스터 식별 신호를 더 포함하는 데이타 전송 방법.

청구항 38 

제37항에 있어서, 버스에 대한 재중재가 방지되었던 마스터의 버스에 대한 재중재가 허용되는 경우 그 마
스터에 최고 우선순위를 할당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데이타 전송 방법.

청구항 39 

제38항에 있어서, 상기 할당 단계는 상기 슬레이브가 상기 제2신호를 단정하는 경우 상기 마스터 식별 신
호에 의해 식별된 상기 마스터의 마스크 표시기를 리세팅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데이타 전송 방법.

청구항 40 

제39항에 있어서, 다수의 슬레이브가 각종 마스토로부터의 요구에 관계된 제2신호를 단정하고, 상기 제2
신호가 단정되는 순서로 상기 제2신호로 식별된 마스터에 재중재를 위한 최고 우선순위를 할당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데이타 전송방법.

청구항 41 

제30항에 있어서, 버스에 대한 재중재가 방지되었던 마스터의 버스에 대한 재중재가 허용되는 경우 그 마
스터에 최고 우선순위를 할당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데이타 전송 방법.

청구항 42 

제31항에 있어서, 다수의 마스터 및 슬레이브가 버스에 접속되며, 상기 방법은 버스에 접속된 마스터의 
각각에 대한 마스크 표시기를 중앙 중재 회로의 마스크 레지스터에 저장하되, 개별적인 마스터에 대한 상
기 마스크 표시기가 개별적인 마스터에 관계된 트랜잭션을 위해 상기 제1신호의 단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세트되게 저장하는 단계와, 임의의 슬레이브가 상기 제2신호를 단정할 때마다 상기 마스크 표시기가 세트
되었던 모든 마스터에 대해 상기 마스크 표시기를 총체적으로 리세팅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데이타 전
송 방법.

청구항 43 

제42항에 있어서, 상기 마스크 표시기가 리세트되었던 마스터의 리스트를 저장하는 단계와; 상기 마스크 
표시기가 리세트되었던 마스터의 각각에, 다른 모든 마스터보다 우선순위를 할당하는 단계와; 우선순위가 
할당되었던 마스터들간을 중재하는 단계와; 위닝 마스터에 버스를 승인하는 단계 및; 우선순위가 할당되
었던 마스터의 각각에 버스가 승인된 후 모든 마스터들간의 중재를 재개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데이타 
전송 방법.

청구항 44 

버스에 대한 중재를 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버스를 요구하는 마스터들간을 중재하고, 상기 마스터중 하나
에 버스를 승인하는 단계로서, 상기 마스터는 슬레이브와의 트랜잭션을 요구하는 상기 단계와; 상기 슬레
이브가 트랜잭션을 종료시키도록 준비되지 않은 경우 상기 마스터를 재시도하는 단계와; 상기 슬레이브가 
트랜잭션을 종료시키도록 준비될 때까지 상기 마스터의 버스에 대한 재중재를 방지하는 단계와; 상기 슬
레이브가 트랜잭션을 종료시키도록 준비된 경우 상기 마스터의 버스에 대한 재중재를 허용하는 단계를 포
함하는 버스 중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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