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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복합 유니버설 시리얼 버스 제어기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기 위한 장치 및 방법

요약

유니버설 시리얼 버스 장치에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 및 장치로서,  프로그래밍 인
터페이스는  외부 제어기가 에러 조건에 대한 중간 응답 또는 핸드쉐이크 패킷,  패킷 재시도와 같은 중
간 전송을 처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분할된다.     이 프로그래밍 모델은  수 많은 종단점 파이프들로 
구성되며,  각 종단점 파이프는  여러 개의 펑션들 중의 하나를 제공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대표도

도1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 은  본 발명에 따른 인터페이스 모듈을 갖는 USB 장치의 블록도.

도 2 는  본 발명에 따른 유니버설 시리얼 버스 장치용 인터페이스 모듈의 바람직한 실시예의 블록도.

도 3 은  도 2 의 종단점 제어기의 바람직한 실시예의 블록도.

도 4 는  매핑 (mapping) 레지스터의 바람직한 실시예의 블록도.

도 5 는  유니버설 시리얼 버스 장치용 프로그래밍 모델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나타낸 블록도.

도 6 은  제어 트랜잭션 (transaction) 동안의  종단점 상태와 상태 변화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나타낸 플
로챠트.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110 : USB 장치                   112 : RAM

114 : 레지스터 세트              116 : 버스 인터페이스 장치 (BIU)

118 : 코아 버스                  120 : USB 인터페이스 모듈

210 : 종단점 제어기              212 : 직렬 인터페이스 엔진 (SIE)

214 : USB 트랜시버               302 : 매체 액세스 제어 인터페이스

304 : 장치 펑션 블록             306 : 종단점 상태 머신

308 : 부분 종단점 파이프 기억 장치 (PEPS)

310 : 어드레스 발생기            312 : 데이터 정렬 멀티플렉서

400 : 파이프 맵 색인             510 : 레지스터 세트부

518 : 종단점 명령 레지스터 (ECR) 520 : 메모리부

522 : 종단점 파이프 어레이       610 : IS_RDY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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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 : IS_ACT 상태                620 : OS_IDL 상태 

622 : OS_RDY 상태                624 : OS_ACT 상태

710 : DIS 상태                   720 : S_RDY 상태

730 : S_ACT 상태                 740 : O_IDL 상태

742 : O_RDY 상태                 744 : O_ACT 상태

750 : I_IDL 상태                 752 : I_RDY 상태

754 : I_ACT 상태                 770 : HALT/STL 상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장치 및 방법은  복합 유니버설 시리얼 버스 (Universal Serial Bus) 제어기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것에 관한 것으로,  특히,  하드웨어 인터페이스 모듈과 제어 소프트웨어간의 동기를 제공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유니버설 시리얼 버스 (USB) 는  개인용 컴퓨터를,  예를 들면,  디지털 전화선,  모니터,  모뎀,  마우
스,  프린터,  스캐너,  게임 제어기,  키보드 및 다른 주변 장치들과 같은 다양한 장치들에 접속시키기 
위한  표준 주변장치 인터페이스이다.  이와 같이,  USB 는  RS-232C 직렬 포트,  병렬 포트,  PS/2 인터
페이스 및 게임/MIDI 와 같은 종래의 인터페이스를 대체한다.

USB 에 따르면,  모든 부착된 장치가  티어드 스타 토폴러지 (tiered-star topology) 를 사용한 단일 커
넥터  타입을  통해   개인용  컴퓨터에  접속된다.      호스트  개인용  컴퓨터는   단일  USB  제어기를 
포함한다.     호스트 제어기는  USB  네트워크와 호스트 개인용 컴퓨터간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호스트 제어기는  USB  자원으로의 모든 액세스를 제어하며 버스 토폴러지를 감시한다.     USB  허브 
(hub) 는  USB 장치에 USB 접속점을 제공한다.

USB 허브 및 장치는  USB 네트워크를 완전히 재구동시키지 않고도  단속될 수 있다.     장치 또는 허브
가 상부 (upstream) 허브에 접속되면,  상부 허브는  상태 변화를 호스트 제어기로 통지한다.     USB 프
로토콜에 따라,  호스트 제어기는  장치가 접속된 허브의 포트를 인에이블시킨다.     그 후,  호스트 제
어기는  각 장치에 고유 기능 어드레스를 할당한다.     호스트 제어기 (102) 가  고유 기능 어드레스를 
할당할 때마다,  포트들이 하나씩 사용가능하게 된다.     복합 장치를 접속할 경우,  호스트 제어기는  
그 복합 장치 내에 포함된 각 장치에 고유 기능 어드레스를 할당한다.

USB 펑션 (Function ) 은  버스 상에서 정보를 송수신할 수 있는 USB 장치의 일부분이다.     펑션은  하
나 이상의 구성을 가질 수도 있으며,  각 구성은  하나 이상의 종단점들로 구성된다.

종단점 (endpoint) 은  데이터의 근원 소스 또는 싱크 (sink) 이다.     종단점 파이프는  USB 와 메모리
간의 데이터 이동을 제공하며,  USB 호스트와 펑션 종단점간의 경로를 완결한다.      각 기능 어드레스
에 대해,  어떠한 일정 시점에서도 그러한 종단점은 16 개까지 지원된다.

종단점 장치의 초기화시에,  호스트 제어기는  종단점 펑션과 파이프를 관련시킨다.     파이프에 의해,  
호스트 제어기는  호스트 메모리 버퍼로부터 종단점으로 및 종단점으로부터 호스트 메모리 버퍼로 데이터
를 이동시킬 수 있다.       USB 는  2 가지 유형의 파이프 통신 모드,  즉,  스트림 (stream) 과 메시지 
(message) 를 구현한다.     스트림 데이터는  정의된 USB 구조를 갖지 않는다.     메시지 데이터는 정
의된 USB 구조를 갖는다.

초기화 처리가 완료된 후,  종단점 파이프를  특정 종단점에 할당시킬 수 있다.  따라서,  복수의 종단점 
펑션을 포함하는 장치에 복수의 파이프가  할당되게 된다(각각이 특정 종단점과 접속됨).

각 종단점은  USB 상에서 어드레스지정 가능한 엔터티이며,  USB 호스트 제어기로부터의 토큰 (token) 에 
응답하는 데 필요하다.

장치가  복수의 종단점 펑션을 포함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종단점 펑션이  반드시 동시에 동작하지 않
을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다기능 장치는 팩스 및 디지털 전화 기능을  포함할 수도 있다.      초
기화 동안,  다기능 장치에  고유 기능 어드레스가 할당되며,  팩스 및 디지털 전화 기능은  별개의 종단
점 번호와 각각 관련된다.     이와 유사하게,  데이터를 각 펑션으로 전송하는 출력 (out) 파이프가  초
기화 동안에 할당된다.     하나의 출력 파이프는 팩스 기능용 종단점 번호와 관련되며,  다른 하나의 출
력 파이프는 프린터 기능용 종단점 번호와 관련된다.    통상,  팩스와 디지털 전화는,  그 트랜잭션 
(transaction) 이  실시간으로 동작해야 하므로,  등시성의 (isochronous) 출력 파이프를 필요로 한다.

통상적으로,  USB 장치의 동작은  USB 네트워크에 접속되는 인터페이스 모듈을 포함한다.     그 인터페
이스 모듈은  종단점 펑션의 동작을 위해 액세스가능한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포함한다.     그 종단
점 펑션은,  USB 네트워크를 통해 데이터가 전송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종단점 파이프로 전송한다.     
이와 유사하게,  종단점 펑션은  이 펑션이 사용할 데이터를 종단점 파이프로부터 수신한다.

USB 네트워크를 통해 그러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펑션은  인터페이스 모듈의 동작을 신중히 조절
해야 한다.    예를 들면,  펑션은  에러없이 벌크 (bulk)  전송이 완료되는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호스트 제어기와 적절한 핸드쉐이크 (handshake) 를 주고 받는 것이 필요하다.    펑션이 
그러한 핸드쉐이크를 처리하는 데 소모되는 시간으로 인해,  다른 작업들을 수행할 수 있는 펑션의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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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한된다.     또한,  노이지 (noisy) USB 네트워크에서는,  전송된 데이터의 많은 부분이 왜곡된다.     
이는 그 왜곡된 데이터에 적절한 응답을 제공해야 하는 추가적인 부담을,  펑션에 주게 된다.

따라서,  USB 인터페이스 모듈은  펑션에 효율적인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  일반적인 USB 네
트워크 조건에 응답하는 펑션에 최소의 프로세싱 부담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목적은  펑션에 효율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데 있다.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USB 장치의 하드웨어와 제어 소프트웨어간의 동기를 향상시키는 데 있다.

본 발명의 일 양태의 특징은  명확한 종단점 상태를 갖는 프로그래밍 모델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일 양태의 또다른 특징은  펑션에 의해 종단점의 동작을 제어하는 종단점 명령 레지스터를 제
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일 양태의 이점은  펑션의 개입없이도 데이터 트랜잭션에 자동적으로 응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일 양태의 다른 이점은,  트랜잭션을 위해,  펑션으로 하여금 모든 패킷을 동시에 설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다른 이점은,  모든 종류의 종단점 및 인터페이스를 처리시키는,  하나의 쉽게 확장가능한 
프로그래밍 모델로서이다.

본 발명의 일 양태에 따르면,  유니버설 시리얼 버스 인터페이스 모듈은  복수의 종단점 파이프 각각에 
대한 제어 워드를 갖는 종단점 파이프 어레이 및 유니버설 시리얼 버스 펑션으로부터의 명령을 수신하는 
종단점 명령 레지스터를 사용하되,  각 제어 워드는  메모리 버퍼를 지시하는 어드레스 및 종단점 파이프 
상태 정보를 포함하며,  상기 종단점 명령 레지스트는  각각 종단점 번호 및 명령을 나타내는 데이터를 
포함하는 제 1 및 제 2 영역을 갖고,  명령의 수신은  상기 인터페이스 모듈로 하여금 상기 종단점 번호
가 지시하는 종단점 파이프의 명령에 따라서 상기 종단점 파이프의 상태 정보를 변경시킨다.

본 발명의 또다른 양태에 따르면,  유니버설 시리얼 버스에 접속하는 장치는,  IN 벌크 구성,  OUT 벌크 
구성,  IN 등시성 구성,  OUT 등시성 구성,  인터럽트 구성 및 제어 구성을 갖는 버퍼,  유니버설 시리얼 
버스에 접속하기 위한 트랜시버 및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갖는 인터페이스 모듈,  및 상기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및 상기 버퍼와 동작가능하게 접속된 펑션을 사용하며,  상기 구성들은  동적인 변화가 가능
하고,  상기 인터페이스 모듈은  상기 버퍼와 동작가능하게 접속되며,  상기 펑션은  상기 인터페이스 모
듈로 하여금 데이터를 상기 버퍼로 송수신하도록 명령하고,  상기 평션은  상기 버퍼로부터 수신된 데이
터를 이동시키며 상기 인터페이스 모듈이 전송할 상기 버퍼로 데이터를 이동시키며,  또한  상기 인터페
이스 모듈은  패킷 재시도에 응답하고,  핸드쉐이크를 수용하고 제공하며,  에러 조건에 대한 응답을 제
공한다.

본 발명의 이들 및 다른 목적,  특징 및 이점들은  하기의 상세한 설명과 첨부 도면의 고찰로 명백해질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원에 기재된 발명은,  본원의 출원인이 모든 권리를 소유하고 있고,  참조로 본 명세서에 포함되는, 미
국 출원일이 98년 1월 7일이고 미국특허출원번호가 제09/003,963 호이며 발명의 명칭이 'Apparatus and 
Method of Implementing a Versatile USB Endpoint Pipe' 인 미국출원; 미국 출원일이 98년 1월 7일이고 
미국특허출원번호 제 09/004,003 호를 우선권 주장하여 본원과 동일자로 99년 1월 6일 한국에 출원된 발
명의 명칭이 '이중 버퍼링을 지원하는 유니버설 시리얼 버스 종단점 파이프의 실시 장치 및 실시 수단' 
인 한국출원;  미국 출원일이 98년 1월 7일이고 미국특허출원번호 제 09/004,004 호를 우선권 주장하여 
본원과 동일자로 99년 1월 6일 한국에 출원된 발명의 명칭이 '유니버설 시리얼 버스 디바이스 내부로 및 
외부로 데이터를 송신 및 수신하기 위한 장치 및 방법' 인 한국출원; 미국 출원일이 98년 1월 7일이고 미
국특허출원번호가  제  09/003,897  호이며  발명의  명칭이  'Apparatus  and  Method  of  Transmitting  and 
Receiving  USB  Isochronous  Data'  인 미국출원; 미국 출원일이 98년 1월 7일이고 미국특허출원번호 제 
09/004,002 호를 우선권 주장하여 본원과 동일자로 99년 1월 6일 한국에 출원된 발명의 명칭이 '유니버설 
시리얼 버스 제어 이전을 처리하는 장치 및 방법' 인 한국출원; 및 미국 출원일이 98년 1월 7일이고 미국
특허출원번호 제 09/003,925 호를 우선권 주장하여 본원과 동일자로 99년 1월 6일 한국에 출원된 발명의 
명칭이 '유니버설 시리얼 장치를 초기화하는 장치 및 방법' 인 한국출원에 기재된 더 큰 발명군의 일 양
태이다.

추가적으로,   내셔널  세미콘덕터  (National  Semiconductor)  문서  USB  Node  Interface  Architecture 
Specification, Revision 0.6 은  본 출원과 동일자로 심사 참고 자료로서 제출하고 참조에 의해 본 명세
서에 포함된다.

이하,  도 1 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USB 장치 (110) 를 설명한다.

본 장치의 바람직한 실시예는  USB 사양 수정안 1.0 을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종래 USB 장치보다 많은 
이점을 제공한다.     USB 장치 (110) 는  USB 인터페이스 모듈 (120),  레지스터 세트 (114),  RAM 
(112) 및 버스 인터페이스 장치 (BIU; 116) 을 포함한다.     인터페이스 모듈 (120) 은  USB 네트워크에 
접속되어 데이터를 송수신한다.

또한,  인터페이스 모듈 (120) 은  코어 버스 (core bus; 118) 을 통해 레지스터 세트 (114),  RAM (112) 
및 BIU (116) 에 접속된다.     코아 버스 (118) 는 인터페이스 모듈 (120) 이  레지스터 세트 (114) 및 
RAM (112) 에 액세스할 수 있게 한다.     BIU (216) 는  판독 및 기록 전송을 마스터로,  레지스터 액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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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를 슬레이브로 수행함으로써,  코아 버스 어드레스 공간에 액세스를 제공한다.     또한,  BIU 는  데
이터 파이프라인을 제공한다.     데이터 파이프라인은  메모리 위치로 가는 도중에 데이터를 일시적으로 
유지하는 데 사용될 수도 있다.

이하,  도 2 를 참조하여,  도 1 의 USB 인터페이스 모듈 (120) 을 설명한다.

USB  인터페이스  모듈  (120)  은   USB  장치  (110)  를  USB  네트워크에  접속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인터페이스 모듈 (120) 은  집적 USB 트랜시버 (transceiver; 214),  직렬 인터페이스 엔
진 (SIE; 212) 및 종단점 제어기 (210) 를 포함한다.

트랜시버 (214) 는  USB 네트워크와의 물리적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트랜시버는  USB 사양 수정안 
1.0 의 물리층 사양을 따르는 드라이버와 수신기를 모두 포함한다.  

직렬 인터페이스 엔진 (212) 은  트랜시버 (214) 와 동작가능하게 접속되며 ,  물리적 (PHY) 레벨 및 매
체 액세스 제어 (MAC) 레벨로 구성된다.     물리적 레벨은  디지털-클록 복구 회로,  디지털 글리치 
(glitch) 필터,  End_Of_Packet 검출 회로 및 비트 스터핑 (bit-stuffing) 및 디스터핑 (de-stuffing) 논
리 회로를 포함한다.

매체 액세스 제어 레벨은  패킷 포맷,  주기적인 중복 검사 발생 및 검사,  종단점 어드레스 검출을 포함
하며,  종단점 제어기 (210) 에 의해 결정된 NAK,  ACK 및 STALL 응답을 지정된 종단점 파이프로 보내는 
데  필요한  제어를  제공한다.      또한,   직렬  인터페이스  엔진  (212)  은   리세트  (Reset),   중단 
(Suspend),  재시작 (Resume) 과 같은 USB 특정 이벤트를 검출하여 보고하는 역할을 한다.

종단점 제어기 (210) 는  직렬 인터페이스 엔진 (212) 과 동작가능하게 접속되며,  USB 펑션 종단점에 인
터페이스를 제공한다.

종단점 제어기 (210) 는  코아 버스 (118) 상에서 마스터와 슬레이브로서 동작하며,  모든 USB 종단점 클
래스 (class),  즉,  제어,  벌크,  등시성 및 인터럽트를 지원한다.     슬레이브 액세스는  레지스터 
세트 (114) 의 내부 제어 레지스터에 액세스하는 데 사용되며,  마스터 슬레이브는  종단점과 RAM (112) 
간의 데이터 전송에 사용된다.

종단점 제어기 (210) 는  각 종단점 파이프에 대한 개별 상태 정보를 보존한다.     NAK 또는 STALL 핸드
쉐이크에 응답하는 것과 같은 즉각적인 결정에 필요한 상태 정보는,  각 종단점 파이프에 대한 종단점 제
어기 (210) 내에서 항상 유지된다.     이 정보는  직렬 인터페이스 엔진 (212) 의 매체 액세스 제어층으
로 하여금 적절한 ACK,  NAK 및 STALL 응답을 하도록 하는 데 사용된다.     종단점 동작에 필요한 다른 
정보는  RAM (112) 의 종단점 어레이에서 유지된다.

이하,  도 3 을 참조하여,  종단점 제어기 (210) 의 구조를 좀더 자세하게 설명한다.

종단점 제어기 (210) 는  여러 가지의 기능 블록으로 구성된다.     좀 더 자세하게,  종단점 제어기 
(210) 는  매체 액세스 제어 인터페이스 (302),  장치 펑션 블록 (304),  종단점 상태 머신 (306),  부분 
종단점 파이프 기억 장치 (PEPS; 308),  어드레스 발생기 (310) 및 데이터 정렬 멀티플렉서 (312) 를 포
함한다.

매체 액세스 제어 인터페이스 (302) 는  종단점 상태 머신 (306) 및 데이터 정렬 멀티플렉서 (312) 와 접
속되어,  직렬 인터페이스 엔진 (212) 의 매체 액세스 제어 레벨과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종단점 
제어기 (210) 의 일부 도메인은  코아 버스 (118) 상의 클록을 사용하여 동작하며,  다른 도메인은  종단
점 제어기 (210) 의 로칼 (local) 클록을 사용하여 동작한다.     매체 액세스 제어 인터페이스 (302) 는  
종단점 제어기 (210) 로부터 전송된 각 바이트에 대한 비동기 핸드쉐이크에 의해 다양한 도메인들간의 데
이터 바이트를 동기시킨다.

장치 펑션 블록 (304) 은  어드레스 검색 및 발생과 같은 장치 펑션을 수행한다.  장치 펑션 블록 (304) 
은  종단점 상태 머신 (306) 과 동작가능하게 접속되어,  현재 액세스된 종단점 파이프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다.

종단점 상태 머신 (306) 은  활성 종단점 파이프의 상태를 유지하는 데 관련된 기능을 수행한다.     상
태 머신 (306)  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상호작용(interaction)  을  동기시키기 위해 명확한 전이 
(transition) 를 갖는,  활성 종단점 파이프의 상태를 유지한다.     현재 상태는,  종단점 상태 레지스
터를 통해 호스트 제어기가 알 수 있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는,  어떠한 일정 시점에서도,  단지 하
나의 종단점 파이프만이 활성화된다.     따라서,  종단점 파이프 상태 머신 (306) 이  모든 종단점 파이
프들 간에 공유되게 된다.

부분 종단점 파이프 기억 장치 (308) 는  NAK 또는 STALL 핸드쉐이크로 응답하는 것과 같은 즉각적인 결
정에 필요한 각 종단점 파이프에 대한 상태 정보를 항상 기억한다.

어드레스 발생기 (310) 는  코아 버스를 통해 RAM 을 판독하고 RAM 에 기록하는 데 필요한 어드레스를 제
공한다.

데이터 정렬 멀티플렉서 (312) 는  코아 버스 상에서 전송하기 전에,  필요한 데이터 바이트를 정렬한다.

이하,  상술한 종단점 파이프 어레이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더욱 상세히 설명한다.

도 5 를 참조하면,  바람직한 프로그래밍 모델이 도시되어 있다.     이 프로그래밍 모델은  USB 장치의 
동작을 제어하고 감시하는 데 사용되는 복수의 레지스터 (510) 를 나타낸 것이다.     또한,  이 모델은  
메모리 (520) 에 위치한 종단점 파이프 어레이 (522) 를 포함한다.     종단점 파이프 어레이 (522) 는  
특정 종단점 전송에 특정된 종단점 파라미터를 제어하는 데 사용된다.

레지스트 세트부 (510) 및 메모리부 (520) 는  특정 종단점 전송을 감시하고 제어하도록 서로 조율한다.     
또한,  도 5 는  본 발명에 따른 레지스트 세트 (510) 와 메모리 (520) 사이의 관계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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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낸 것이다.

종단점 파이프 어레이 (522) 는  16 개의 종단점 파이프 각각에 대한  제 1 제어 워드 (CW0) 및 제 2 제
어 워드 (CW1) 를 포함한다.     종단점 파이프 어레이 (522) 는  종단점 배열 베이스 어드레스 레지스터 
(EABAR; 512) 에 저장된 어드레스의 메모리에 위치된다.     이 종단점 파이프 배열은  4 비트의 종단점 
파이프 번호 및 1 비트의 종단점 파이프 제어 워드 포인터에 의해 인덱스된다.     도시된 바와 같이,  0 
번 종단점 파이프 번호 (EP0 532) 는  종단점 파이프 배열 (522) 의 제어 워드들 중에서 첫번째 쌍을 나
타낸다.     이와 유사하게,  EP1 534 는  제어 워드들 중 두번째 쌍을 나타내고,  EP2 536 는  제어 워
드들 중 세번째 쌍 등을 나타낸다.     종단점 파이프 번호 EP15 538 은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제어 워
드들 중 마지막 쌍을  나타낸다.  

제어 워드는  활성 종단점 파이프를 동작시키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한다.     블록 524 에 나타
된 바와 같이,  각 제어 워드는  종단점 파이프에 대한 상태,  파라미터,  어드레스 및 크기 정보를 포함
한다.     각 종단점 파이프에 대해  2 개의 그러한 엔트리가 존재한다.     다음에 액세스될 제어 워드
는 종단점 파이프 제어 워드 포인터 (CWP) 값에 의해 결정된다.

현재 준비 상태인 종단점 파이프에 IN,  OUT  또는 SETUP 토큰이  수신된 직후,  현재의 제어 워드 포인
터에서의 선택된 종단점 파이프의 제어 워드는 그 토큰에 어떻게 응답해야할 지를 결정하기 위해 판독된
다.     전송의 마지막에,  완료 상태가 기록되는 경우,  제어 워드는 현재 상태로 갱신되고,  CWP 가 증
분되어,  다른 제어 워드가 판독된다.    중간 상태가 기록되는 경우에는,  제어 워드의 최상위 바이트만
이 갱신된다.     제어 워드 포맷은 다음과 같다:

비트           펑션 라벨(Label)

31-28          버퍼 상태 (BS)

27             예비 영역 (reserved)

26-16          버퍼 어드레스 (BA)

15             버퍼 페이지 (BP)

14             버퍼 라운딩 (BR)

13             토글 인에이블 (TE)

12             타입 등시성 (Type Isochronous; TI)

11             패킷 완료시의 인터럽트 (Interrupt  on  Packet Complete ; IC)

10             패킷 오류시의 인터럽트 (Interupt  on Packet Error; IE)

9-0            바이트 계수 (BC)

소프트웨어와 종단점 파이프 제어기간의 이러한 버퍼의 제어를 동기시키기 위해,  소프트웨어 및 종단점 
파이프 제어기 (EPC) 에 의해  4-비트 버퍼 상태 (BS) 가 갱신된다.     EPC 는  버퍼의 사용을 나타내는 
상태를 기록한다.     이 필드는  노드 펌웨어에 의해  출력 준비 (Output Ready),  입력 준비 (Input 
Ready),  셋업 준비 (Setup Ready),  스킵 (Skip),  스톨 (Stall) 및 디스에이블 (Disable) 로 설정된다.     
다른 모든 값은  EPC 에 의해 세트된다.     또한,  이 EPC 는 에러 조건에서 스톨 및 디스에이블 값도  
기록할 수 있다.    버퍼 상태가 입력/출력 완료 상태 및 에러 코드를 포함하는 완료 값들 중의 어느 하
나일 경우,  버퍼는 노드 펌웨어에 의해 재요청될 수 있다.

버퍼 상태 (BS) 는 다음의 값들을 갖는다. 

0 : 스킵.     이 값은 출력 준비 명령과 함께 사용된다.     스킵은  수신된 후속 데이터 패킷을 무시하
고,  제어 워드 포인터를 증분시킨다.     또한,  제어 종단점에 대해,  이 스킵은  종단점 파이프 상태
를 입력/준비 상태에서 출력/입력 유휴 (Idle) 상태로 전환시킨다.     TE 및 TI 의 세트로 인해  어떤 
핸드쉐이크가 복귀되어야 할 지 및 종단점 파이프의 후속 상태가 결정된다.     TE 또는 TI 중 어느 것도 
세트되지 않을 경우,  NAK 가 복귀된다.     TI 가 세트되고, TE 는 세트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떠한 핸
드쉐이크도  복귀되지 않는다.     TE 가 세트되는 경우에는,  ACK 가 복귀되어 적합한 PID 를 갖는 패킷
이 수신될 때,  완료 상태가 기록된다.

1: 입력 준비 (IRDY).     이 값은  버퍼가 IN 토큰에 응답하여 전송할 데이터로 기록되었음을 나타낸다.

2: 출력 준비 (ORDY).    이 값은  기록을 위해 버퍼가 할당되었음을 나타낸다.

3: 셋업 준비 (SRDY).     이 값은  기록을 위해 버퍼가 할당되었음을 나타낸다.     이 값은  제어 판독 
및 기록 동작의 제 1 전송 동안에 제어 종단점에 대해서만 사용된다.     이 값은  제어 워드 0 에만 기
록한다.

4: 출력 대기 (OWT).     이 값은  호스트로부터 OUT 데이터를 수신하는 동안에 에러가 발생했음을 나타
낸다.     이 값은 비트 스터프 (stuff) 에러 검출을 포함한다.     완료 상태로 취급되는 등시성의 OUT 
종단점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 값은 중간 상태로 간주되므로,  재시도를 대기한다. 

5: CRC Error (CRCE).     이 값은  OUT 트랜잭션의 마지막에 불량 CRC가 검출되었음을 나타낸다.     완
료 상태로 취급되는 등시성의 OUT 종단점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 값은 중간 상태로 간주되므로,  재시도
를 대기한다.

6: 버퍼 에러 (BUFE).     이 값은,  OUT 동안에는 데이터가 메모리에 기록될 수 있는 것 보다 더 빨리 
USB 로부터 수신되었음을 나타내고,  IN 동안에는  데이터가  USB 데이터 속도를 따라갈 수 있을 정도의 
빠른 속도로 메모리로부터 판독되지 않았음을 나타낸다.     이 종단점에 대한 재시도를 대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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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입력 대기 (IWT).     이 값은 버퍼가 종단점 제어기에 의해 유지되어,  다음 기회에 이 버퍼를 전송
하기 위한 시도 또는 재시도를 위해 대기중임을 나타낸다.     이는 확인 응답이 없는 경우에 발생된다.

8: 입력 완료(ICMP).     이 값은  입력 동작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음을 나타낸다.     버퍼는  해제될 
수도 있다.

9: 출력 완료 (OCMP).     이 값은  버퍼가 데이터로 채워지고 어떠한 에러도 검출되지 않았음을 나타낸
다.

10: 토큰 에러 (TKNE).     이 값은  이 제어 종단점 파이프의 현재 내용에 대해 잘못된 타입의 토큰이 
수신되었음을 나타낸다.     이것이 출력 버퍼였다면,  종단점은  정지 상태가 된다.     만약 이것이 입
력 버퍼였다면,  NAK가 송신되어  다른 제어 워드의 상태가 검사된다.     이는  완료 상태로 간주된다.

11: 등시성 동기 에러 (SYNE).     이 값은  TE=1 이고 TI=1 인 상태의 데이터가 버퍼로 수신되었으나,  
CWP 가  FNR 의 LSB 와 동일하지 않았음을 나타낸다.  이는 완료 상태로 간주된다.

12: 데이터 에러 (DATE).     이 값은,  OUT 데이터에 대해,  CW.BR 이 세트되지 않고 호스트로부터 수신
된 데이터의 양이 기대했던 것보다 적거나,  또는,  할당된 버퍼가 OUT 데이터를 저장할 정도로 크지 않
았음을 나타낸다.     IN 데이터에 대해서는,  버퍼링 에러가 발생했고,  CW.TE 가 세트되지 않았거나 
CW.TI 가 세트되었을 경우,  이것이 세트된다.     이는 완료 상태로 간주된다.

13: 예비 영역 (Reserved)

14: 정지 (Halt).     이 값은  현재의 종단점 파이프가 정지 상태로 되도록 하거나,  종단점이 정지 상
태로 되었음을 나타낸다.

15: 디스에이블.     현재의 종단점 파이프가 디스에이블 상태로 되도록 하거나,  종단점이 디스에이블 
상태로 되었음을 나타낸다.

버퍼 어드레스 (BA) 는  버퍼 어드레스의 11 개 하위 비트를 가지고 있다.     버퍼는  정렬된 더블-워드 
(double-word) 경계에서 시작해야 하며,  어떠한 바이트 경계에서도 종료될 수 있다.     완전히 전송이 
종료될 때,  버퍼 어드레스의 잔여값이 기록된다.     상태가 입력 또는 출력 대기로 기록될 경우와 같이 
불완전하게 전송이 종료될 때에는,  필드가  중복 기재되지 않는다.     OUT 버퍼의 경우,  저장된 첫번
째 바이트는  PID 다음의 바이트이다.     이와 유사하게,  IN 버퍼의 경우에도,  그 어드레스는  전송될 
데이터의 첫번째 바이트,  즉,  패킷 내의 PID 바로 다음 바이트를  나타낸다.     IN 토큰이 IS_RDY 상
태로부터 수신되고 제어 워드가 1 로 세트된 IS 필드를 갖지 않았을 경우를 제외하고,  CRC 는  자동적으
로 계산되어 패킷에 첨부된다.

버퍼 페이지 비트 (BP) 는  버퍼 페이지 A 레지스터 (BPA; 514) 와 버퍼 페이지 B 레지스터 (BPB; 516) 
사이에서 선택된다.     BP 는  0 상태의 BPA 를 선택하고,  현재의 입력/출력 버퍼의 상위 메모리 어드
레스로 사용될 1 상태의 BPB 를 선택한다.

버퍼 라운딩 비트 (BR) 는  아우트 (out) 트랜잭션용으로 사용된다.     이는  수신된 데이터 패킷이 그 
데이터 버퍼보다 더 작은지 아닌지를 나타낸다.    BR 이  0 일 경우에,  그 데이터 패킷은  정의된 데이
터 버퍼를 정확히 채워야 한다.     패킷이 버퍼에 정확히 맞지 않을 경우에는,  버퍼 오버런 (overrun) 
또는 버퍼 언더런 (underrun) 상태가 된다.

출력 완료 또는 데이터 에러 버퍼 상태가 함께 판독될 경우,  BR 은  수신된 PID 의 값을 나타낸다.     
더 자세하게,  이는  DATA0 에 대해서는 0,  DATA1 에 대해서는 1 이다.

토글 인에이블 비트 (TE) 는  DATA0 또는 DATA1 의 값을 갖는 데이터 패킷 식별자 (PID) 와 OUT 토큰에 
대한 제어 워드 포인터를 비교하는 데 사용되며,  IN 토큰에 대한 데이터 패킷 식별자를 발생시키는 데 
사용된다.

TE 가  0 상태에 있을 경우,  데이터 토글 PID 는  OUT 트랜잭션시에 검색되지 않으며,  CWP 의 현재값을 
기초로 해서 IN 토큰에 응답하여 발생된다.     ACK 가 수신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CWP 는  각 전이 후
에 증분 (반전) 된다.     등시성의 종단점의 경우,  OUT 데이터는  CWP 가 프레임 번호 (FNR) 의 최하위 
비트와 동일해질 때까지  메모리에 기록되지 않는다.     이는  IN 토큰에 대한 응답으로 송신된 데이터
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데이터 토글은  SETUP 토큰과 함께 송신된 데이터를 수신하기 위해 
할당된 버퍼에 대해 인에이블되어서는 안 된다.

TE 가  1 상태에 있을 경우,  데이터 토글 PID 는  OUT 트랜잭션시에 검색되며,  CWP 의 현재값을 기초로 
해서 IN 토큰에 응답하여 발생된다.     OUT 트랜잭션의 경우,  TE 는  PID 값 (DATA0 또는 DATA1) 이 
CWP 와 일치하지 않는 OUT 패킷에 대한 응답으로 ACK 가 송신되도록 한다.     IN 트랜잭션의 경우에는,  
ACK 핸드웨이크가 응답 제한 시간 내에 복귀될 경우에만,  CWP 가 각 트랜잭션 후에 증분(반전) 된다.     
등시성 종단점의 경우,  OUT 데이터가 메모리에 항상 기록되지만,  FNR 의 최하위 비트가  CWP 와 동일하
지 않을 경우,  ISO 동기 에러 버퍼 상태가  다시 기록된다.    

타입 등시성 비트 (TI) 는  종단점 파이프가 등시성인지 아닌지를 나타낸다.     TI 가  1 상태에 있을 
경우,  데이터는  등시성이다.     TI 가  0 상태에 있을 경우에는,  종단점 파이프는  제어,  벌크,  또
는,  인터럽트 종단점 파이프일 수 있다.

패킷 완료 비트 상의 인터럽트 (IC) 는  패킷 에러시,  버퍼 상태가 입력 또는 출력 완료로 기록될 때마
다,  또는,  그 종단점 파이프가 스톨될 때  세트된다.

패킷 에러 비트 상의 인터럽트 (IE) 는  버퍼 상태가 버퍼 에러 코드들 중의 하나로 기록될 때마다,  또
는,  그 종단점이 스톨될 때  세트된다.     IC 와 IE 가 둘 다 세트될 경우에는,  CRC 및 비트 스터프 
에러는  그 관련 버퍼가 정상적인 동작에서는 재사용되지 않도록 한다.     이로 인해 관련된 버퍼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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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적인 진단 평가가 가능하게 된다. 

바이트 계수 비트 (BC) 는  사용될 데이터 버퍼의 크기를 나타낸다.     버퍼는  짝수 더블 워드 경계에
서 시작해야 하지만,  어떠한 바이트 경계에서도 종료될 수 있다.     IN 트랜잭션의 경우,  BC 는  전송
될 데이터의 크기를 나타낸다.     OUT 트랜잭션의 경우,  BC 는  데이터가 수신될 수 있는 버퍼의 크기
를 나타낸다.     BC 는  길이 0 의 데이터 패킷을 나타내기 위해  0 을 유지할 수도 있다.     완전히 
전송이 종료될 때,  바이트 카운터의 잔여값이 기록된다.     상태가 입력 또는 출력 대기로 기록될 경우
와 같이 불완전하게 전송이 종료될 때에는,  필드가  중복 기재되지 않는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종단점 명령 레지스터 (ECR;  518)  는  워드 크기의 판독/기록 레지스터이다.     
ECR (518) 은  지정된 종단점에서 명령을 수행하는 데 사용된다.     리세트될 경우,  이 레지스터는 클
리어 (clear) 된다.     ECR (518) 레지스터 포맷은 다음과 같다: 

비트            기능 라벨

15 - 8          예비 영역 (Reserved)

7 - 4           종단점 파이프 번호 (EPN)

3 - 0           종단점 명령(CMD)

종단점 파이프 번호 (EPN) 는  명령이 수행될 종단점 파이프를 결정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이 
레지스터는 고속의 버스 인터페이스 로직으로 구현될 수 있다.     데이터는 비동기 인터페이스를 통해 
전송된다.     2 개의 신호가  종단점 제어기로부터 다시 전송되는데,  하나는 명령이 처리되었다는 것과 
명령값이 '0' 으로 클리어되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다른 하나는 명령이 처리될 수 없다는 것과 명
령값이 'F' 로 세트되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종단점 명령어 (CMD) 는 다음의 값들을 갖는다.

0000 : 완료.     이 값은  이전의 명령이 완료되고,  종단점 제어기가 또 다른 명령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0001 : 입력 인에이블 (CMD.IENB).     이 값은 지정된 종단점 파이프가 스톨 (정지) 또는 디스에이블 상
태로부터 입력 유휴 상태 (I_IDL) 로 되게 한다.     그 지정된 종단점 파이프에 대한 제어 워드 포인터
는  0 으로 리세트된다.     만일 현재 상태가 디스에이블  또는 스톨이 아닐 경우에는,  이 종단점에서 
위법 명령이 시도되었음을 나타내는 'F' 가 복귀되고,  이 명령은 무시된다.

0010 : 입력 준비 (CMD.IRDY).     이 값은,  지정된 종단점 파이프가 현재 입력 유휴 상태 (I_IDL) 에 
있을 경우,  지정된 종단점 파이프가 입력 준비 상태 (I_RDY) 로 되게 한다.     이 명령은  입력 준비 
버퍼 상태 (I_RDY) 의 제어 워드가  그 대응 종단점의 종단점 배열에 기록된 후에  발부된다.      이 명
령은  메모리 내의 제어 워드를 판독하도록 하지 않는 대신에,  IN 토큰의 수신에 응답하여 그 제어 워드
를 판독하도록 한다.     종단점의 현재 상태가 입력 유휴 (I_IDL) 가 아닐 경우,  명령은 무시된다.     
만일,  현재 상태가  출력 또는 셋업 상태 또는 디스에이블  또는 스톨 중의 어느 하나일 경우에는,  이 
종단점에서 위법 명령이 시도되었음을 나타내는 'F' 가 복귀된다.

0011  :  입력 등시성 준비 (CMD.ISRDY).      이 값은,  지정된 종단점 파이프가 현재 입력 유휴 상태 
(I_IDL) 에 있을 경우,  지정된 종단점 파이프가 입력 등시성 준비 상태 (IS_RDY) 로 되게 한다.      이 
명령은  입력 준비 버퍼 상태의 제어 워드가  그 대응 종단점의 종단점 배열에 기록된 후에  지시된다.      
이 명령은  메모리 내의 제어 워드를 판독되도록 하지는 않는 대신에,  IN 토큰의 수신에 응답하여 그 제
어 워드가 판독되도록 한다.     제어 워드의 타입 필드 (TI) 는 등시적으로 세트될 것으로 기대되나,  
검색되지는 않는다.     종단점의 현재 상태가  입력 유휴 (I_IDL) 가 아닌 경우,  이 명령은 무시된다.     
만약  현재 상태가 출력 또는 셋업 상태 중의 어느 하나, 또는,  디스에이블  또는 스톨인 경우에는,  이 
종단점에서 위법 명령이 시도되었음을 나타내는 'F' 가 복귀된다.

0100 : 출력 인에이블 (CMD.OENB).     이 값은  지정된 종단점 파이프가 스톨 또는 디스에이블  상태에
서 출력 유휴 상태 (O_IDL) 로 되게 한다.     지정된 종단점 파이프에 대한 제어 워드 포인터는  0 으로 
리세트된다.     만약  현재 상태가 디스에이블 또는 스톨이 아닐 경우에는,  이 종단점에서 위법 명령이 
시도되었음을 나타내는 'F' 가 복귀되고,  이 명령은 무시된다. 

0101 : 출력 준비 (CMD.RDY).     이 값은,  지정된 종단점 파이프가 현재 출력 유휴 상태 (O_IDL) 에 있
을 경우,  지정된 종단점 파이프가 출력 준비 상태 (O_RDY) 로 되게 한다.      이 명령은  출력 준비 상
태의 제어 워드가  그 대응 종단점의 종단점 배열에 기록된 후에  발부된다.      이 명령은  메모리 내
의 제어 워드를 판독되도록 하지 않는 대신에,  OUT 토큰의 수신에 응답하여 그 제어 워드가 판독되도록 
한다.     종단점의 현재 상태가  출력 유휴가 아닌 경우,  그 명령은 무시된다.     만일,  현재 상태가 
입력 상태,  스톨, 또는 디스에이블 중의 어느 하나인 경우,  이 종단점에서 위법 명령이 시도되었음을 
나타내는 'F' 가 복귀된다.

0110 : 출력 등시성 인에이블 (CMD.OSENB).     이 값은  지정된 종단점 파이프가 스톨 또는 디스에이블 
상태로부터 출력 등시성 유휴 상태 (OS_IDL) 로 되게 한다.      그 지정된 종단점 파이프에 대한 제어 
워드 포인터는  0 으로 리세트된다.     만약 현재 상태가 디스에이블 또는 스톨이 아닌 경우에는,  이 
종단점에서 위법 명령이 시도되었음을 나타내는 'F' 가 복귀되고,  이 명령은 무시된다. 

0111 : 출력 등시성 준비 (CMD.OSRDY).     이 값은,  지정된 종단점 파이프가 현재 출력 등시성 유휴 상
태 (OS_IDL) 에 있을 경우,  지정된 종단점 파이프가 출력 등시성 준비 상태 (OS_RDY) 로 되게 한다.      
이 명령은  출력 준비 상태의 제어 워드가  그 대응 종단점의 종단점 배열에 기록된 후에  발부된다.      
이 명령은  메모리 내의 제어 워드를 판독되도록 하지 않는 대신에,  OUT 토큰의 수신에 응답하여 그 제
어 워드가 판독되도록 한다.     종단점의 현재 상태가  출력 등시성 유휴가 아닌 경우,  이 명령은 무시
된다.     만약  현재 상태가 입력 상태,  스톨 또는 디스에이블  중의 어느 하나인 경우,  이 종단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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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위법 명령이 시도되었음을 나타내는 'F' 가 복귀된다. 

1000 : 셋업 준비 (CMD.RDY).     이 값은  지정된 종단점 파이프가 셋업 준비 상태 (S_RDY) 로 되게 한
다.      이 명령은  출력 준비 상태의 제어 워드가  그 대응 종단점의 종단점 배열에 기록된 후에  지시
된다.      이 명령은  메모리 내의 제어 워드를 판독되도록 하지 않는 대신에,  SETUP 토큰의 수신에 응
답하여 그 제어 워드가 판독되도록 한다.     종단점의 현재 상태가  스톨 또는 디스에이블이 아닌 경우,  
이 명령은 무시된다.

1001 : 디스에이블 (CMD.DISAB).     이 값은  지정된 종단점 파이프가 비활성 상태 (DISABLE) 로 되게 
한다.     이는  어떠한 상태로부터도 즉시 발생한다.  만약 종단점 파이프가  현재 활성인 경우에는,  
그 종단점이 비활성으로 되었음을 나타내는 상태가 그 제어부에 기록된다.

1010 : 스톨 (CMD.HALT).     이 값은  어떠한 상태로부터도 지정된 종단점 파이프가 스톨 상태 (정지) 
로 되게 한다.     이는  어떠한 상태로부터도 즉시 발생한다.    만일 종단점 파이프가  현재 활성인 경
우에는,  그 종단점이 스톨 (stall) 되었음을 나타내는 상태가 그 제어부에 기록된다.

1011 - 1101 : 예비 영역 (Reserved).     이 값들은  어떠한 동작도 수행되지 않도록 하며,  0 을 복귀
시킨다.

1110 : 토글 (CWP).     이 값은  제어 워드 포인터가 토글되도록 한다.     이것은  데이터 페이즈 
(phase) 동안에 송신 또는 수신된 홀수 패킷을 가지는 제어 이전 (control transfer) 과 함께 사용된다.

1111 : 에러.     이 값은  종단점 파이프의 현재 상태에 대해,  이 현재의 종단점에서 위법 명령이 시도
되었다는 것과 새로운 명령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본 출원의 발명에 관련된 UDR (519) 부분은  8 비트 종단점 파이프 상태이다. 이 상태는  현재 인덱스된 
종단점 파이프에 대해 복귀된 각 종단점 파이프에 대해 저장된다.     만일 부적절한 종단점 파이프가 인
덱스된 경우에는,  0 이 복귀된다.

ECR 레지스터 포맷은 다음과 같다:

비트      기능표               

7         제어 (CTL)

6         제어 워드 포인터(CWP)

5-4       예비 영역 (Reserved)

3-0       종단점 파이프 상태(EPS)       

제어 (CTL) : 이는  종단점 파이프가 SETUP 토큰을 포함하는 제어 시퀀스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경우에  지
시된다.     이 비트는  이 종단점 파이프에 대해 CMD.SRDY 가 수행된 후 세트되며,  종단점이  디스에이
블될 때까지 세트된 상태로 있다.

제어 워드 포인터 (CWP) : 제어 워드 비트가 0 인 경우,  그 종단점 배열내의 이 종단점의 제어 워드 0 
이  다음에 액세스된다.     제어 워드 비트가 1 인 경우,  이 종단점의 제어 워드 1 이  다음에 액세스
된다.     종단점이 활성화될 때마다,  이는  0 으로 세트된다.

종단점 파이프 상태 (EPS) 는 다음의 값들을 갖는다:

값       상태

0        디스에이블 (DIS)

1        입력 유휴  (I_IDL)

2        입력 준비  (I_RDY)

3        입력 활성  (I_ACT)

4        스톨됨 (HALT)

5        입력 미스된 (Input Missed)  (ACK I_MAK)

6        입력 등시성 준비  (IS_RDY)

7        입력 등시성 활성  (IS_ACT)

8        셋업 준비  (S_RDY)

9        출력 유휴 (O_IDL)

10       출력 준비  (O_RDY)

11       출력 활성  (O_ACT)

12       셋업 활성 (S_ACT)

13       출력 등시성 유휴  (OS_IDL)

14       출력 등시성 준비  (OS_RDY)

15       출력 등시성 활성  (OS_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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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실시예에서는,  어떠한 일정 시점에서도 단지 하나의 종단점 파이프만이 활성화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각 종단점 파이프는  내장된 하드웨어/소프트웨어 동기를 포함하는 상태 사이에서
의 전송을 위해 명확한 조건을 갖는 상태를 유지한다.     종단점 파이프 상태 천이 (transition) 는,

- 소프트웨어가 종단점 명령 레지스터 (ECR) 를 통해 종단점에 명백히 명령할때;

- 전송의 마지막에,  이 종단점에 대한 다른 제어 워드내의 다른 버퍼의 버퍼상태를 판독함으로서; 및

- IN, OUT 및 SETUP 토큰, 및 ACK 핸드쉐이크의 수신과 같은  USB 상의 사건의 결과로써  발생된다.

도 7 은 SETUP 트랜잭션을 처리하는 단순화된 종단점 파이프 상태 머신을 나타낸 것이다.

현재의 종단점 파이프 상태는  USB 인덱스 및 데이터 레지스터를 통하여 액세스가능한 종단점 상태 레지
스터를 통해 알 수 있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는,  어떠한 일정 시점에서도 많아야 1 개의 종단점 파
이프가  활성 상태들 중의 어느 상태에 있다.

이로 인해  모든 종단점 파이프 사이의 활성 상태 논리가 공유될 수 있게 된다.

도 7 에 도시된 바와 같이,  SETUP 트랜잭션 동안에 종단점 파이프는 다음의 상태를 가질 수 있다.

디스에이블 : 리세트시,  종단점 파이프에 대해 디스에이블 명령시 및 제어 워드의 버퍼 상태에서 디스에
이블 상태의 검출시에,  DIS 상태 (710) 로 된다.     이 상태 동안에 이 종단점 파이프로 수신된 어떠한 
토큰도 핸드쉐이크도 없이 복귀된다.     통상,  유휴 상태들 중의 어느 하나로의 인에이블 명령을 통해 
종단점 파이프를 이 상태로부터 이동시키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개입이  요구된다.

정지/스톨 : 종단점 파이프에 대한 스톨 명령시,  제어 워드의 버퍼 상태에서 스톨 상태의 검출시 및 어
떤 에러 조건이 있을 때,   HALT/STL  상태 (770)  로 된다.  종단점이 현재 스톨되어 있음을 나타내기 
위해,  이 상태에 있는 동안에 이 종단점 파이프로 수신된 모든 토큰으로 스톨 핸드쉐이크가 복귀된다.     
통상,  유휴 상태들 중의 어느 하나로의 인에이블 명령을 통해 종단점 파이프를 이 상태로부터 이동시키
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개입이  요구된다.

셋업 준비 : 데이터를 기록할 버퍼가 종단점 파이프에 부여된 후에,  S_RDY (720) 상태로 된다.     종단
점 배열 내의 적당한 워드가 기록된 후 또는 셋업 준비 버퍼 상태의 검출시에,  셋업 준비 명령에 의해  
이 상태로 된다.

셋업 활성 : 셋업 준비 상태로부터 SETUP 토큰의 수신시에,  S_ACT 상태 (730) 로 된다.    이 상태 동안
에,  USB 로부터의 데이터가 메모리에 기록된다.   출력 전송의 마지막에,  CWP 의 제어 워드에 상태가 
기록되고,  CWP 가 반전되며,  이 종단점 파이프에 대한 다른 제어 워드가 판독된다.     출력 유휴,  출
력 준비,  입력 유휴 또는 입력 준비 상태에 대한 버퍼 상태를 기초로 하여,  판독된 버퍼 상태 및 제어 
전송의 타입에 따라서 적절한 천이가 이루어진다.

입력 유휴 : I_IDL 상태 (750) 에서,  종단점은  버퍼가 곧 할당될 것을 기대한다.     이 종단점 파이프
에 매핑된 IN 토큰에 응답하여  NAK 핸드쉐이크가 복귀된다.     OUT 토큰에 대해서는,  이 종단점 파이
프로부터 어떠한 응답도 복귀되지 않는다. 

입력 준비 : 종단점 파이프에 대한 입력 준비 명령을 통해 또는 전송의 마지막에 또다른 입력 버퍼의 검
출시에,  I_RDY 상태 (752) 로 된다.     이 명령은  종단점 배열의 적절한 위치에 제어 워드를 기록하여 
버퍼를 종단점에 할당한 후에만   주어져야 된다.     이 제어 워드는  이 종단점 파이프에 수신된 후속 
IN 토큰에 응답하여 호스트로 복귀될 데이터를 갖는 데이터 버퍼를 지시해야 한다.      PID 값은,  CWP 
가 0 인 경우에 DATA0 으로 전송되며,  CWP 가 1인 경우에는 DATA1로 전송된다.

입력 활성 : 선택된 종단점 상태가 현재 입력 준비인 경우,  IN 토큰의 수신시에 I_ACT 상태 (754) 로 된
다.     이 상태 동안에,  데이터가  메모리로부터 USB 로 전송된다.     데이터 전송이 완료되면,  16 
비트 시간 (times) 내에서 ACK 핸드쉐이크가 수신되어야 한다.     이 제한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ACK 가 
수신되지 않을 경우에는,  제어 워드에 버퍼 대기 상태가 다시 기록된다.     그러나,  재전송이 발생하
게 되면 현재값이 다시 사용될 필요가 있으므로,  어드레스와 바이트 카운터는 중복 기재되지 않는다.     
ACK 가 수신될 경우에는,  어드레스 및 바이트 카운터의 현재 값과 함께 버퍼 상태가 기록된다.     그 
후,  이 종단점의 다른 제어 워드를 판독하여,  토큰이 이 종단점 파이프로 지시된 다음에 사용될 종단점
의 후속 상태를 결정한다.     이 종단점이  제어 이전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제어 판독 전송
의 상태 단계를 완료하기 위해 출력 준비 또는 출력 유휴 상태로의 전이가 발생될 수 있다.

출력 유휴 : O_IDL 상태 (740) 에서,  종단점은  버퍼가 곧 할당될 것을 기대한다.     이 종단점 파이프
에 매핑된 OUT 토큰에 응답하여  NAK 핸드쉐이크가 복귀된다.     이 종단점 파이프 상의 IN 토큰에 대해
서는  어떠한 응답도 복귀되지 않는다. 

출력 준비 : 데이터를 기록할 버퍼가 이 종단점 파이프에 주어진 후에  O_RDY 상태  (742) 로 된다.    
종단점 배열의 적당한 워드가 기록된 후,  또는,  전송의 마지막에 또다른 출력 버퍼의 검출시에,  출력 
준비 명령을 통해 O_IDL 상태 (740) 로부터 O_RDY 상태로 된다.

출력 활성: OUT 토큰의 수신시에,  O_ACT 상태 (744) 로 된다.     이 상태 동안에,  USB 로부터의 데이
터가 메모리에 기록된다.     출력 전송의 마지막에,  CWP 의 제어 워드에 상태가 기록된다.     전송이 
성공적이지 않았을 경우,  즉,  CRC 또는 비트 스터핑 에러가 검출되었을 경우에,  이것이  버퍼 상태로
서 기록된다.   전송이 성공적이었을 경우에는,  출력 완료 버퍼 상태가 기록되고,  CWP 가 반전되며,  
이 종단점 파이프에 대한 다른 제어 워드가  판독된다.     이 버퍼 상태에 기초하여,  적절한 천이가 이
루어진다.     이 종단점이  제어 이전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제어 기록 전송의 상태 단계를 
완료하기 위해 입력 준비 또는 입력 유휴 상태로의 전이가 발생될 수 있다.

상술한 상태에 부가하여,  도 6 을 참조하여,  IN 및 OUT 데이터 트랜잭션에 사용되는 다음의 상태를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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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한다.

입력 등시성 준비 : 종단점 파이프에 대한 입력 준비 명령을 통해 또는 전송의 마지막에 또다른 입력 버
퍼의 검출시에,  IS_RDY 상태 (610) 로 된다.     이 명령은  종단점 배열내의 적절한 위치에 제어 워드
를 기록하여 버퍼가 종단점에 할당된 후에만 주어져야 한다.     이 제어 워드는  이 종단점 파이프로 수
신된 다음의 IN 토큰에 응답하여 호스트로 복귀될 데이터를 갖는 데이터 버퍼를 지시해야 한다.           

입력 등시성 활성 :  선택된 종단점 상태가 현재 입력 준비인 경우,  IN 토큰의 수신시에 IS_ACT 상태 
(612) 로 된다.     이 상태 동안에,  데이터가  메모리로부터 USB 로 전송된다.     데이터 전송이 완료
되면,  어드레스 및 바이트 카운터의 현재 값과 함께 버퍼 상태가 그 전송의 마지막에 기록된다.     그 
후,  이 종단점의 다른 제어 워드가  판독하여,  토큰이 종단점 파이프로 지시된 다음에 사용될 종단점의 
다음 상태를 결정한다.       

출력 등시성 유휴 : OS_IDL 상태 (620) 에서,  종단점은  버퍼가 곧 할당될 것을 기대한다.     이 종단
점 파이프에 매핑된 OUT 토큰에 대한 응답으로는  어떠한 핸드쉐이크도 복귀되지 않는다.     종단점 파
이프 상의 IN 토큰에 대해서는 어떠한 데이터 또는 핸드쉐이크도 복귀되지 않는다. 

출력 등시성 준비 : 데이터를 기록할 버퍼가 종단점 파이프에 주어진 후에,  OS_RDY 상태 (622) 로 된다.    
종단점 배열내의 적절한 워드가 기록된 후,   또는,   전송의 마지막에 또다른 출력 버퍼의 검출시에,   
OSRDY 명령을 통해 OS_IDL 상태로부터 이 상태로 될 수 있다.

출력 등시성 활성 : OS_RDY 상태로부터 OUT 토큰의 수신시에,  OS_ACT 상태 (624) 로 된다.     이 상태 
동안에,  USB 로부터의 데이터가 메모리에 기록된다.  출력 전송의 마지막에,  CWP 의 제어 워드에 상태
가 기록된다.     전송이 성공적이지 않았을 경우,  즉,  CRC 또는 비트 스터핑 에러가 검출되었을 경우
에,  이것이  버퍼 상태로서 기록된다.     전송이 성공적이었을 경우에는,  출력 완료 버퍼 상태가 기록
된다.     상태 전송의 마지막에,  CWP 가 반전되며,  이 종단점 파이프에 대한 다른 제어 워드가  판독
된다.     이 버퍼 상태에 기초하여,  적절한 천이가 이루어진다.

리세트 후에,  모든 종단점은 디스에이블된다.     종단점에 인에이블 명령을 부여함으로써,  종단점이 
인에이블된다.     이는  입력 및/또는 출력 버퍼가 바로 이 종단점에 할당될 때에만 이루어져야 한다.     
종단점 파이프에 대해 현재 매핑되지 않은 모든 종단점은 디스에이블된 것으로 간주된다.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는  종단점 파이프에 버퍼를 할당한다.     각 버퍼가 할당된 후,  소프트웨어
는  종단점 파이프 상에서 입력 또는 출력 준비 명령을 수행한다.     만약,  종단점 파이프가 현재 유휴 
상태에 있다면,  그 종단점 파이프는  적절한 준비 상태로 된다.     만약,  종단점 파이프가 현재 준비 
또는 활성 상태에 있으면,  그것은  종단점 파이프에 대해 즉시 처리되어야 할 디스에이블과 스톨 명령 
을 제외한 모든 명령을 무시한다.     UNIM 종단점 파이프 조작이 소프트웨어 동작과 비동기이므로,  잠
재적인 동기 문제를 제거하기 위해 소프트웨어는 이러한 기록을 행해야만 한다.

각 종단점에 대해 2 개의 버퍼까지 할당할 수 있으므로,   현재의 버퍼가 데이터 전송을 가속화하고 불필
요한 NAK 핸드쉐이크를 제거하기 위해 처리되고 있는 동안에,  다음 버퍼가 준비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는  토큰에 대한 매핑 메카니즘을 더 포함한다.   더 상세하게,  종단점 제어
기 (210) 는  기능 어드레스,  토큰 타입 (IN, OUT, Setup) 및 종단점 번호로부터 종단점 파이프들 중 하
나로의 매핑을 제공한다.     바람직한 실시예는  종단점 파이프로의 2 개의 고정된 매핑을 지원한다.     
이러한 매핑의 선택은  레지스터 세트 (114) 에 위치된 장치 구성 레지스터의 종단점 파이프 맵 선택 비
트의 세팅에 의해 제어된다.     호스트 제어기는  파이프 맵 선택 비트의 세팅을 제어할 수도 있다.

종단점 제어기 (210) 는  도 4 에 도시된 1 바이트 크기의 파이프 맵 인덱스 (400) 를 발생시키기 위해 
토큰 패킷을 사용한다.     파이프 맵 인덱스 (400) 의 비트 (0-3) 는  종단점 번호 (EN) 를 식별하는 데 
사용된다.     비트 (4-5) 는  토큰 타입을 식별하는 데 사용되는 데,  00 은  OUT 토큰을 나타내고,  10 
은 IN 토큰을 나타내며,  11 은  SETUP 을 나타내고,  01 은  SOF 토큰을 나타낸다.     비트 (6-7) 는  
기능 어드레스의 최하위 비트를 나타내는 데 사용된다.

토큰의 수신시,  종단점 제어기 (210) 는  파이프 맵 인덱스 (400) 를 발생시킨다.     그 후,  종단점 
제어기 (210) 는  종단점 파이프 맵 선택 비트에 액세스하여,  그 토큰에 대한 적절한 매핑을 선택한다.

USB 장치 (110) 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는  2 개의 고정 매핑을 지원한다.    따라서,  종단점 파이프 선
택 비트는  단일 비트로 구성된다.     비트가 제 1 상태에 있을 경우에,  토큰은  기능 어드레스 및 종
단점 번호에 따라서 바로 매핑된다.    비트가 제 2 상태에 있을 경우에는,  첫번째의 8 개 종단점 각각
이,  2 개의 종단점 파이프,  즉,  입력용 종단점 파이프와 출력용 종단점 파이프로  매핑된다.

호스트 제어기는  종단점 파이프 선택 비트를 변경함으로써 펑션 전체의 종단점 파이프의 매핑을 변경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호스트 제어기는  다중 특성을 갖는 장치를 구성할 수 있다.     그 후,  호스
트 제어기는  종단점 파이프 맵 선택 비트에 간단히 액세스하여 장치의 특성을  다이내믹하게 변경할 수 
있다.      이는  호스트 제어기가 토큰 타입,  종단점 및 기능 어드레스 전체의 종단점 파이프를 종단점 
파이프가 자원으로서 가장 필요로 하는 종단점에 할당하는 것을 가능케 한다.

복수의 기능 어드레스를 갖는 그러한 장치의 바람직한 실시예는  모든 제어 펑션을 하나의 종단점 파이프
로 함께 매핑한다.

토큰이 수신되면,  그 종단점 제어기 (202) 는 우선 그 토큰을 적당한 종단점 파이프로 매핑한다.     토
큰이 현재의 버퍼와 함께 종단점 파이프로 매핑될 경우,  그 종단점 제어기 (210) 는  적절한 제어 워드
를 판독한다.     이 제어 워드에 의해  종단점 제어기 (210) 는 트랜잭션을 어떻게 완료해야 할 지를 알 
수 있다.     트랜잭션의 마지막에,  종단점 제어기는  이 버퍼를 해제하기 위한 표시로서 소프트웨어에 
의해 사용되는 상태로 그 제어 워드를 기록한 다음,  새로운 제어 워드를 제공한다.

이하,  상기 설명을 고려하여,  본 장치의 동작을 제어 기능 소프트웨어의 측면에서 더욱 상세하게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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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먼저,  초기화를 설명한 후,  인터럽트,  벌크,  등시성 및 제어 종단점을 설명한다.     모듈 리세트 후
에는,  장치는  USB 상에서 비접속된 장치인 것 같이 보인다.     이 때,  모든 종단점 파이프가 디스에
이블이며,  기능 상태가 리세트된다.     장치가 상부 USB 포트에 부착된 것으로 검출되도록 하기 위해,  
장치 제어 레지스터의 노드 부착 비트가 세트된다.     일단 장치가 접속되면,  종단점 파이프 동작이  
초기화되어야 한다.     특정 애플리케이션에 따라서,  소프트웨어는  그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필요한 종
단점의 개수,  동작을 위해 할당될 필요가 있는 메모리의 양 및 종단점의 타입을 결정해야 한다.     이
를 기초로 하여,  EABAR,  BPA 및 BPB 가 초기화된다.     각 종단점에 대해,  2 개의 더블 워드가 제어 
워드로서 할당된다.     EABAR 포인터는  128 바이트 경계에 위치해야 된다.     필요한 경우,  모든 데
이터 전송에 대해 베이스 포인터를 제공하도록,  BPA 및 BPB 가 할당된다.

이 때,  정확히 어느 종단점이 인에이블될 것인지,  그리고 얼마만큼의 메모리가 그 종단점에 할당될 것
인지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소프트웨어는  제 1 제어 전송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EABAR 및 BPA 
만을 로드할 필요가 있다.     그 후,  이 소프트웨어는  SRDY 버퍼를 종단점 파이프 0 의 CW0 상태로 한 
다음,  그 종단점 파이프로 SRDY 명령을 발부해야 한다.     이 후,  이 상태는  동작 상태로 세트된다.     
그 후,  호스트로부터 수신된 셋업 명령이  SRDY  버퍼로 로드된다.

셋업 명령이 수신된 후,  어떻게 응답해야 할 지가 분석된다.     이것이  SET_ADDRESS  셋업 패킷인 
경우,  기능 어드레스 (FA) 가  그 수신된 어드레스와 함께 로드되고 인에이블 비트가 세트된다.     DEF 
비트는  IN 토큰에 응답하여 수신된 다음 ACK 에서,  또는,  ACK 가 손실되었을 경우에는 이 종단점에 의
해 수신된 다음 SETUP 에서,  하드웨어에 의해 리세트된다.

IN 토큰의 수신시,  인터럽트 종단점은  가능한 경우 새로운 인터럽트 정보를 호스트에 제공한다.     어
떠한 인터럽트 정보도 사용가능하지 않을 경우에는,  NAK 가 복귀된다.     인터럽트 종단점 파이프를 초
기화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는  적절한 입력 파이프로 입력 인에이블 명령을 발부한다.     이로 인해  
종단점 파이프가 입력 유휴 (I_IDL) 상태로 된다.     이 상태 동안에는,  이 종단점 파이프로 매핑된 어
떠한 IN 토큰에 대한 응답으로도 NAK 가 복귀된다.

인터럽트 데이터가  사용가능할 경우,  그 데이터가 버퍼에 기록되며,  종단점의 다음 제어 워드가 IRDY 
에 기록되고,  소프트웨어는  종단점 파이프를 I_RDY 상태로 하기 위한 명령을  발부한다.

수신된 다음 IN 토큰에 응답하여,  EABAR + EPN + CWP 의 제어 워드가 판독된 후,  데이터가 전송된다.     
토글 프로토콜이 뒤따르는 경우에는,  제어 워드의 토글 인에이블 비트가  이 제어 워드에서 세트되어야 
한다.     이 종단점이  속도 (rate) 제어 피드백에 사용되고 있으면,  이 토글 인에이블 비트는  세트될 
필요가 없다.     전송의 마지막에 호스트로부터 ACK 가 수신될 경우,  완료 상태가 버퍼에 기록된다.     
소프트웨어는  이를 통해 전송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어떠한 ACK 도 수신되지 않았
고 토글이 이네이블일 경우에는,  중간 미스된 (intermediate  missed) ACK 상태가  기록된다.

그 상태가 기록된 후,  다른 종단점 버퍼가 판독된다.     만약  이것이 완료 상태인 경우에는,  종단점
은 입력 유휴 상태로 된다.     한편,  또다른 사건이 일어나서  또다른 IRDY 버퍼가  다른 제어 워드에 
배치되었을 경우에는,  그것이 판독되며 종단점은 다시 I_RDY 상태로 된다.

벌크 종단점은,  통상적으로 대용량의 데이터 전송과 관련된다는 것과,  IN 및 OUT 방향으로 모두 전송된
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인터럽트 종단점과 유사하게 동작한다.     토글 프로토콜은  벌크 종단점에 항
상 수반되므로,  모든 제어 워드에서  TE 가 세트된다.     특정 벌크 종단점은  입력 또는 출력 방향으
로 사용된다.     벌크 종단점을 초기화하기 위해,  소프트웨어는  적절한 종단점 파이프 번호로 입력 또
는 출력 인에이블 명령을 발부한다.

벌크 입력 종단점의 경우,  데이터가 사용가능하다면,  소프트웨어는 버퍼에 그 데이터를 기록하고 그 종
단점을 IRDY 상태로 되도록 하는 명령을 발부해야 한다.     따라서,  TE 가 세트되어야 한다.     그 
후,  소프트웨어는  IRDY 명령을 발부한다.     많아야,  데이터를 갖는 2 개의 버퍼가 어떤 일정 시점의 
종단점 파이프에서 대기 (pending) 할 수 있다.     이는  대용량의 데이터 전송동안에 모든 NAK 의 전송
을 제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이중 버퍼 구조를 허용하는 것이다.    이 버퍼 상태를 조사함으로써,  
소프트웨어의 동기가 일어난다.     완료 버퍼 상태만이  중복 기재될 수 있다.     

벌크 출력 종단점의 경우,  소프트웨어는  수신된 데이터를 전송할 버퍼를 준비해야 한다.     이 버퍼가  
사용가능할 경우,  이 버퍼에 대한 포인터를 갖는 제어 워드가  적절한 제어 워드에 기록된다.     또한,  
토글 인에이블 비트도  여기서 세트되어야 한다.     그 후,  소프트웨어는  종단점 파이프로 ORDY 명령
을 발부한다.

데이터가  OUT 토큰의 일부로서 이 버퍼에 수신된 후,  메모리 내의 제어 워드가 갱신된다.     데이터 
패킷의 크기가 알려지지 않은 경우에는,  제어 워드의 버퍼 라운딩 비트가 세트되어야 한다.     이에 의
해,  버퍼의 크기보다 더 작은 패킷이 수신될 수 있으며,  어떠한 에러 상태도 기록되지 않게 된다.    
만약  버퍼 라운딩 비트가 세트되지 않은 경우라면,  할당된 버퍼를 정확히 채우지 않는 수신된 패킷은  
데이터 에러 상태 에러로 기록된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데이터 상태 에러는  이 종단점 파이프에 
대해 기대 이상의 데이터가 수신되었을 경우에 기록된다.     이 데이터를 수신하는 동안 에러 발생이 검
출되면,  중간 버퍼 상태가 메모리에 다시 기록되며,  다음 OUT 토큰에서 그 버퍼가 다시 사용된다.     
따라서,  소프트웨어는  데이터를 수신할 버퍼의 제공과만 관계될 필요가 있으나,  재시도 프로토콜과는 
복잡하게 관련될 필요가 없다.

등시성 종단점은,  이 종단점이 토글 프로토콜을 따르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벌크 종단점과 같은 프
로그래밍 모델을 따른다.     대신에,  이 종단점은  프레임 번호 레지스터의 최하위 비트와 동기된다.

입력 등시성 종단점의 경우,  데이터는  동일한 IRDY 버퍼를 사용하여 대기 (queued) 된다.     IN 토큰
이   등시성  종단점에  수신될  때,   프레임  번호  레지스터의  최하위  비트가  제어  워드  포인터와  매칭 
(matching) 된다면,  그 데이터 패킷은 송신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떠한 데이터도 송신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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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     이에 의해,  데이터 전송이 특정 프레임 번호와 동기될 수 있다.     특정 프레임 번호 에서 
전송을 시작하기 위하여,  그 프레임 번호 레지스터가 판독된다.     소프트웨어는  매칭될 필요가 있는 
프레임 번호값으로 인터럽트를 요청할 수 있다.     하위 8 비트에서만 매칭이 이루어진다.     이에 의
해,  USB 네트워크를 통해 프레임 번호를 수신하기 256 msec 전까지 이러한 사건의 대기 (queuing) 가 허
용된다.  이 인터럽트가 처리되면,  소프트웨어는  이 종단점 파이프 상의 적절한 버퍼를 대기 행렬에 넣
을 수 있다.

출력 등시성 종단점의 경우,  토글 인에이블 비트는  프레임 번호 레지스터의 LSB 가 어떻게 사용될 지를 
결정한다.     토글 인에이블이 세트되지 않을 경우,  모든 데이터가 메모리에 기록된다.     그러나,  
프레임 번호 레지스터의 최하위 비트가  CWP 와 동일하지 않은 경우,  동기 에러 상태가  버퍼 상태로서 
기록된다.  TE 가 세트되면,  프레임 번호 레지스터의 최하위 비트가 CWP 와 동일할 경우에만 데이터가 
저장된다.      출력 등시성 스트림을 그 프레임 번호와 동기시킬 경우,  소프트웨어는  프레임 번호가 
매칭될 때에만 기록이 시작되도록  제 1 버퍼를 TE 로 세트할 수 있다.     그 후,  이하 모든 프레임은  
프레임 번호들을 단순히 비교함으로써,  동기 에러의 유무를 검출할 수 있다.

SOF 가  일시적으로 유실된 경우에도,  프레임 번호 레지스터는  2 개까지의 프레임에 대해서는 계수를 
계속할 것이다.     SOF 가 유실될 경우에는,  2 개 이상의 프레임에 대해,  언로크된 (unlocked) 사건이 
소프트웨어로 발송된다.     이에 대한 응답으로,  이하 모든 등시성 전송은,  프레임 번호 카운터가 다
시 로크될 때까지 주의해서 처리되거나 종료되어야 한다

통상,  종단점 0 은  제어 종단점이다.     또한,  상술된 매핑 매커니즘은 다른 종단점이 제어 종단점이 
되는 것을 허용한다.     제어 종단점에서는,  제어 워드 1 과 제어 워드 0 은 항상 함께 기록되어야 한
다.     예를 들면,  다음의 제어 이전을 위한 SRDY 명령이  현재의 제어 이전의 상태 전송을 위해 버퍼 
또는 패킷과 함께 기록되어야 한다.     제어 판독 또는 기록 동작의 데이터 위상 (phase) 동안 홀수의 
데이터 패킷이 송신될 경우에는,  상태 위상이 송신되기 전에,  상태 위상이  제어 워드 1 에 입력되어야 
하고  다음 SRDY 버퍼가 제어 워드 0 에 입력되어야 하므로,  소프트웨어가 제어 워드 포인터를 조절하여
야 한다.     이를 위해서,  소프트웨어는 SKIP 버퍼를 삽입하거나,  또는,  토글 CWP 명령을 발부할 수
도 있다.  그 후,  소프트웨어는 상태 위상 버퍼에 대해 준비 명령을 발부할 수도 있다.     SRDY 버퍼가 
현재 사용가능하지 않은 제어 종단점에서 SETUP 토큰이 검출될 경우에는,  SETUP 토큰을 수신하기 위한 
시도가 이루어진다.     소프트웨어가 버퍼를 할당하기 위해 대기하는 동안,  SETUP 토큰이  데이터 파이
프라인 내에 저장된다.

만약 적절한 셋업이 수신되면,  인터럽트가 삽입된다.     그 인터럽트에 응답하여,  소프트웨어는 제어 
워드 0 의 버퍼를 기록하고  SRDY 명령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는 대기중인 셋업이 메모리에 기록되도
록 한다.     SRDY 명령은  종단점이 제어 종단점으로 여겨지도록 하며,  입력 인에이블 또는 출력 인에
이블 명령이 수행될 때까지 세트된 상태로 있다.      인터럽트가 발생될 경우에는 그 인터럽트가 어떠한 
추가적인 데이터 전송으로부터도 데이터 경로를 차단하기 때문에,  SRDY 버퍼는  가능한 한 빨리 제공되
어야 한다.     버퍼를 기다리는 동안,  USB 네트워크를 통해 수신된 모든 토큰으로  NAK 가 복귀된다.

셋업이 수신된 후,  적절한 응답을 결정하기 위해서 이는 재검토되어야 한다.     이 시점에서 펌웨어는 
적절하게 추가적인 입력 또는 출력 버퍼를 생성한다.     만약 셋업이 펑션에 의해 지지되는 명령이 아닌 
경우에는,  새로운  SRDY 버퍼가 제어 워드 0 에 생성되고 SRDY 명령이 주어진다.     이에 의해,  다음 
셋업이 수신될 때까지,  종단점 상의 모든 토큰에 NAK 핸드쉐이크가 복귀된다.     소프트웨어가 셋업을 
분석하는 동안에,  토큰에 응답하여 NAK 가 전송된다.

비록 여기서 설명된 실시예는  특정 장치 구조,  프로그래밍 상태 및 프로그래밍 모델에 관해서지만,  본 
발명은  본 발명의 범주를 벗어남이 없이 다른 프로그래밍 상태 및 모델을 구현하는 다양한 다른 장치 구
조에 적용될 수 있다.      당업자들은  본 발명의 교시를 벗어남이 없이 다양한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을 
명백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모든 변경은  다음의 청구 범위 내에 포함된다.

    발명의 효과

USB 네트워크 상에서 펑션이 에러없이 전송을 끝내기 위해서  펑션은 호스트 제어기와 적절한 핸드쉐이크
를 주고 받아야 하나,  펑션이 이러한 핸드쉐이크를 처리하는 데 소모되는 시간으로 인해,  펑션이 다른 
작업을 처리하는 데에는 많은 제약이 있었다.     또한,  노이지 USB 네트워크에서는,  전송된 데이터의 
상당  부분이  왜곡되어   펑션이  그  왜곡된  데이터에  적절한  응답을  제공해야  하는  추가적인  부담이 
있었다.     본 발명은  펑션의 개입없이도 데이터 트랜잭션에 자동적으로 응답하고,  펑션이 모든 패킷
을 동시에 세트하도록 하며,  모든 종류의 종단점 및 인터페이스를 처리할 수 있는 하나의 쉽게 확장가능
한 프로그래밍 모델을 구비함으로써,  펑션에 효율적인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펑션에 최소의 
부담을 주는 USB 인터페이스 모듈을 제공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유니버설 시리얼 버스 펑션을 위한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통해 유니버설 시리얼 버스에 접속하기 위한 
유니버설 시리얼 버스 인터페이스에 있어서,

상기 인터페이스 모듈은  복수의 종단점 파이프 각각에 대한 제어 워드를 유지하는 종단점 파이프 배열, 
및 유니버설 시리얼 버스 펑션으로부터의 명령을 수신하는 종단점 명령 레지스터를 포함하되,  각 제어 
워드는  메모리 버퍼를 가르키는 어드레스 및 종단점 파이프 상태 정보를 포함하며,  상기 종단점 명령 
레지스터는  각각 종단점 번호 및 명령을 나타내는 데이터를 포함하는 제 1 부분 및 제 2 부분을 구비하
고,  명령의 수신은  상기 인터페이스 모듈로 하여금 상기 종단점 번호가 지시하는 종단점 파이프의 명령
에 따라서 상기 종단점 파이프의 상태 정보를 변경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니버설 시리얼 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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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페이스 모듈.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인터페이스 모듈은  상기 종단점 파이프 상태 정보에 따라서 핸드쉐이크 패킷을 제공하고 수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니버설 시리얼 버스 인터페이스 모듈.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입력 인에이블 명령의 수신은  종단점 파이프로 하여금 스톨 또는 디스에이블 상태로부터 입력 유휴 상태
로 되게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니버설 시리얼 버스 인터페이스 모듈.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출력 인에이블 명령의 수신은  종단점 파이프로 하여금 스톨 또는 디스에이블 상태로부터 출력 유휴 상태
로 되게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니버설 시리얼 버스 인터페이스 모듈. 

청구항 5 

IN 벌크 구성,  OUT 벌크 구성,  IN 등시성 구성,  OUT 등시성 구성,  인터럽트 구성 및 제어 구성을 갖
는 버퍼;

유니버설 시리얼 버스에 접속하기 위한 트랜시버 및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갖는 인터페이스 모듈;  및 
상기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및 상기 버퍼와 동작가능하게 접속된 펑션을 포함하되,  상기 구성들은  동
적인 변화가 가능하고,  상기 인터페이스 모듈은  상기 버퍼와 운용적으로 결합되며,  상기 펑션은  상기 
인터페이스 모듈로 하여금 데이터를 상기 버퍼로 송수신하도록 명령하고,  상기 평션은  상기 버퍼로부터 
수신된 데이터를 이동시키며 상기 인터페이스 모듈이 전송할 상기 버퍼로 데이터를 이동시키며,  또한  
상기 인터페이스 모듈은  패킷 재시도에 응답하고,  핸드쉐이크를 수용하고 제공하며,  에러 조건에 대한 
응답을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니버설 시리얼 버스에 접속하기 위한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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