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CI configuration mechanism 

Plug and Play mechanism을 지원하기 위하여는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 뿐만이 아니라 

하드웨어에서도 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 

PCI의 경우 이러한 하드웨어 구현을 위하여 메모리 영역 외에 별도의 Configuration 

영역을 두고 있다. 

즉, x86계열의 프로세스의 경우 메모리 영역, I/O 영역, Configuration영역으로 구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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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M PC계열의 엑세스 영역> 

 

각각의 영역은 각 영역을 Access하기 위한 별도의 H/W 버스 신호에 따라서 구현이 

된다. 그런데, IBM PC의 경우 CPU에서 메모리와, I/O를 Access하기 위한 메커니즘이 프로

세서 자체에서 구현이 되어있지만, configuration 영역을 Access하기 위한 신호 라인이 없

으므로 I/O Port를 이용하여 Access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사용되는 I/O 포트는 0xCF8h(어드레스 포트) 와 0xCFCh(데이터 포트) 두 개의 Double 

word I/O 포트를 사용한다. 즉, 8Byte의 I/O 어드레스를 이용한다. 기본적인 Access는 

32bit(Double word)버스이다. 

 

방법은 먼저, 0xCF8h(어드레스 포트)에 Access를 위한 방법 및 위치를 지정하고, 

0xCFCh(데이터 포트)를 통하여 위에서 지정한 위치에 읽거나 기록을 한다. 



어드레스 포트에 기록하는 32bit의 각각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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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포트에 기록하는 내용의 의미> 

 

Bit31 : Enable Configuration space mapping, 1 = enabled 

Configuration 맵핑을 하도록 한다. Configuration access시 항상 1로 설정한다. 

Bit30-24 : Reserved 

추후 사용하기 위하여 마련, Compatibility를 위하여 “0000000”으로 설정한다. 

Bit23-16 : PCI Bus number 

보통 시스템에는 여러 개의 PCI 버스가 있을 수 있다. 각각의 PCI 버스는 PCI 브리

지를 통하여 연결이 되어 있으며, IBM PC에서는 프로세스에서 사용하는 Host Bus

가 있으며, PCI Bus0 에서부터 차례로 증가하는데 보통 PCI 버스는 하나 이므로 

“00000000”으로 설정한다. 

Bit15-11 : Device Number 

시스템(PC)에 설치된 각각의 PCI 디바이스는 0부터 차례로 번호를 갖는다. 번호는 

시스템에서 부여가 되는데, 부여방법은 설치위치에 따라서 틀리므로 시스템 정보를 

보고 확인한다.  

Bit10-8 : Function 

하나의 PCI 디바이스는 8개까지의 별도 기능을 가질 수가 있다. 각각의 기능 블록

은 별도의 configuration 영역을 갖는다. 보통의 경우 하나의 기능을 하므로 “000”

으로 설정한다. 

Bit7-2 : Configuration register address 

각각의 기능 블록(Function)은 총 64DWORD의 configuration 영역을 가질 수 있다.

읽고/쓰기를 원하는 레지스터를 선택한다. 만약 VID(Vender ID)나 PID(Product ID)

의 경우 어드레스 번지 0이므로 “000000”으로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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