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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메시지 데이터의 무결성 보장 방법 및 ＣＡＮ 장치

(57) 요약

지정된 메시지 버퍼에 저장된 메시지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지정된 메시지 버퍼 내부로 메시지 데이터를 기

록하는 프로세서 코어 및 프로세서 코어 외부의 하드웨어(예를 들면, DMA 엔진)를 포함하는 CAN 장치(예를 들면, CAN

마이크로콘트롤러)에서 사용하기 위한 방법. 본 방법은 지정된 메시지 버퍼의 현재 액세스 상태를 나타내는 3 가지-상태

세마포어를 제공을 포함한다. 3 가지-상태 세마포어에서, 첫번째 상태는 프로세서 코어 외부의 하드웨어가 지정된 메시지

버퍼 내부로 새로운 메시지 데이터를 기록하는 것의 시작을 나타내며, 두번째 상태는 프로세서 코어 외부의 하드웨어가 지

정된 메시지 버퍼 내부로 새로운 메시지 데이터를 기록하는 것의 완료를 나타내며, 그리고 세번째 상태는 프로세서 코어가

지정된 메시지 버퍼로부터 메시지 데이터를 판독하는 것의 시작을 나타낸다. 프로세서 코어는 지정된 메시지 버퍼가 세마

포어의 현재 상태에 근거하여 액세스될 수 있는지를 판정한다. 지정된 메시지 버퍼가 액세스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판정

한 후, 프로세서 코어는 지정된 메시지 버퍼로부터 메시지 데이터를 판독한다. 프로세서 코어가 지정된 메시지 버퍼로부터

메시지 데이터를 판독하는 것을 완료한 후, 프로세서 코어가 지정된 메시지 버퍼로부터 메시지 데이터를 판독할 동안 다른

상태로 변경되었는 지를 판정하기 위해 세마포어의 현재 상태를 검사한다. 만약 프로세서 코어가 지정된 메시지 버퍼로부

터 메시지 데이터를 판독할 동안 세마포어의 현재 상태가 변경되었다고 프로세서 코어가 판정한다면, 세마포어의 현재 상

태에 근거하여 지정된 메시지 버퍼가 액세스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다시 판정한다. 지정된 메시지 버퍼가 액세스될 준비

가 되어 있다고 다시 판정한 후, 프로세서 코어는 지정된 메시지 버퍼로부터 메시지 데이터를 다시 판독한다.

대표도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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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서 코어(22) 및 메시지 데이터를 지정된 메시지 버퍼(28)로 기록하는 상기 프로세서 코어(22) 외부의 하드웨어를 포

함하는 CAN 장치(20)의 상기 지정된 메시지 버퍼(28)에 저장된 상기 메시지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장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지정된 메시지 버퍼(28)의 현재의 액세스 상태를 나타내도록 부호화된 세마포어(semaphore)를 제공하는 단계와,

외부의 상기 하드웨어가 상기 지정된 메시지 버퍼(28)에 새로운 메시지 데이터 기록을 시작할 때, 저장 위치에 상기 부호

화된 세마포어의 제 1 코드 값을 기록하는 단계와,

외부의 상기 하드웨어가 상기 지정된 메시지 버퍼(28)에 새로운 메시지 데이터 기록을 완료할 때, 저장 위치에 상기 부호

화된 세마포어의 제 2 코드 값을 기록하는 단계와,

상기 지정된 메시지 버퍼(28)가 상기 부호화된 세마포어의 현재의 코드 값에 근거하여 액세스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상

기 프로세서 코어(22)가 판정하는 단계와,

상기 지정된 메시지 버퍼(28)가 액세스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판정한 후, 상기 지정된 메시지 버퍼(28)로부터 상기 메시

지 데이터를 판독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메시지 데이터의 무결성 보장 방법.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삭제

청구항 4.
삭제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부호화된 세마포어의 현재의 코드 값에 근거하여, 상기 프로세서 코어(22)가 현재 상기 지정된 메시지 버퍼(28)를 액

세스하고 있는지를, 상기 프로세서 코어(22) 외부의 상기 하드웨어가 판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메시지 데이터의 무결성 보장 방법.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세스 코어(22)가, 상기 지정된 메시지 버퍼(28)로부터 상기 데이터 메시지의 판독을 완료한 후, 상기 부호화된 세

마포어의 현재의 코드 값을 검사하여, 상기 프로세서 코어(22)가 상기 지정된 메시지 버퍼(28)로부터 상기 메시지 데이터

를 판독하는 시간 동안 상이한 코드 값으로 변경되었는지를 판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메시지 데이터의 무결성 보장 방법.

청구항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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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세서 코어(22)가, 상기 지정된 메시지 버퍼(28)로부터 상기 메시지 데이터를 판독하는 시간 동안 상기 부호화된

세마포어의 현재의 코드 값이 변경되었는지를 판정한 후, 상기 지정된 메시지 버퍼(28)가 상기 부호화된 세마포어의 현재

의 코드 값에 근거하여 액세스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다시 판정하는 단계와,

상기 프로세서 코어(22)가, 상기 지정된 메시지 버퍼(28)가 액세스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다시 판정한 후, 상기 지정된

메시지 버퍼(28)로부터 상기 메시지 데이터를 다시 판독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메시지 데이터의 무결성 보장 방법.

청구항 8.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부호화된 세마포어는 2 비트, 3 상태 세마포어를 포함하고,

상기 부호화된 세마포어의 3개의 상태는,

상기 프로세서 코어(22) 외부의 상기 하드웨어가 상기 지정된 메시지 버퍼(28)에 새로운 메시지 데이터 기록을 시작함을

나타내는 제 1 코드 값에 대응하는 제 1 상태와,

상기 프로세서 코어(22) 외부의 상기 하드웨어가 상기 지정된 메시지 버퍼(28)에 상기 새로운 메시지 데이터 기록을 완료

함을 나타내는 제 2 코드 값에 대응하는 제 2 상태와,

상기 프로세서 코어(22)가 상기 지정된 메시지 버퍼(28)로부터 메시지 데이터 판독을 시작함을 나타내는 제 3 코드 값에

대응하는 제 3 상태를 포함하는

메시지 데이터의 무결성 보장 방법.

청구항 9.
삭제

청구항 10.
삭제

청구항 11.
삭제

청구항 12.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제공 단계는,

상기 프로세서 코어(22) 외부의 상기 하드웨어가, 상기 지정된 메시지 버퍼(28)에 새로운 메시지 데이터 기록을 시작할 때,

지정된 저장 위치에 상기 부호화된 세마포어의 제 1 코드 값을 기록하는 단계와,

상기 프로세서 코어(22) 외부의 상기 하드웨어가, 상기 지정된 메시지 버퍼(28)에 새로운 메시지 데이터 기록을 완료할 때,

상기 지정된 저장 위치에 상기 부호화된 세마포어의 제 2 코드 값을 기록하는 단계와,

등록특허 10-0741179

- 4 -



상기 프로세서 코어(22)가, 상기 지정된 메시지 버퍼(28)로부터 메시지 데이터 판독을 시작할 때, 상기 지정된 저장 위치에

상기 부호화된 세마포어의 제 3 코드 값을 기록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메시지 데이터의 무결성 보장 방법.

청구항 13.
삭제

청구항 14.
삭제

청구항 15.

프로세서 코어(22) 및 메시지 데이터를 지정된 메시지 버퍼(28)로 기록하는 상기 프로세서 코어(22) 외부의 하드웨어를 포

함하는 CAN 장치(20)의 상기 지정된 메시지 버퍼(28)에 저장된 상기 메시지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장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지정된 메시지 버퍼(28)의 현재의 액세스 상태를 나타내도록 3 상태 세마포어를 제공하는 단계―상기 3 상태 세마포

어는, 상기 프로세서 코어(22) 외부의 상기 하드웨어가 상기 지정된 메시지 버퍼(28)에 새로운 메시지 데이터 기록을 시작

함을 나타내는 제 1 상태와, 상기 프로세서 코어(22) 외부의 상기 하드웨어가 상기 지정된 메시지 버퍼(28)에 상기 새로운

메시지 데이터 기록을 완료함을 나타내는 제 2 상태와, 상기 프로세서 코어(22)가 상기 지정된 메시지 버퍼(28)로부터 메

시지 데이터 판독을 시작함을 나타내는 제 3 상태를 가짐―와,

상기 프로세서 코어(22)가, 상기 지정된 메시지 버퍼(28)가 상기 세마포어의 현재의 상태에 근거하여 액세스될 준비가 되

어 있는지를 판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메시지 데이터의 무결성 보장 방법.

청구항 16.

제 1 항 또는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메시지 데이터는 CAN 프레임(도 1)을 포함하는

메시지 데이터의 무결성 보장 방법.

청구항 17.

제 1 항 또는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메시지 데이터는 단편화되지 않은 CAN 메시지(도 2)를 포함하는

메시지 데이터의 무결성 보장 방법.

청구항 18.

제 1 항 또는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CAN 장치(20)는 CAN 마이크로콘트롤러를 포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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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 데이터의 무결성 보장 방법.

청구항 19.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세서 코어(22)가, 상기 지정된 메시지 버퍼(28)가 액세스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판정한 후, 상기 지정된 메시지

버퍼(28)로부터 상기 메시지 데이터를 판독하는 단계와,

상기 프로세서 코어(22)가, 상기 지정된 메시지 버퍼(28)로부터 상기 메시지 데이터 판독을 완료한 후, 상기 세마포어의 현

재의 상태를 검사하여, 상기 프로세서 코어(22)가 상기 지정된 메시지 버퍼(28)로부터 상기 메시지 데이터를 판독하는 시

간 동안 상이한 상태로 변경되었는지를 판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메시지 데이터의 무결성 보장 방법.

청구항 20.

제 19 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세서 코어(22)가, 상기 지정된 메시지 버퍼(28)로부터 상기 메시지 데이터를 판독하는 시간 동안 상기 세마포어

의 현재의 상태가 변경되었는지를 판정한 후, 상기 지정된 메시지 버퍼(28)가 상기 세마포어의 현재의 상태에 근거하여 액

세스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다시 판정하는 단계와,

상기 프로세서 코어(22)가, 상기 지정된 메시지 버퍼(28)가 액세스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다시 판정한 후, 상기 지정된

메시지 버퍼(28)로부터 상기 메시지 데이터를 다시 판독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메시지 데이터의 무결성 보장 방법.

청구항 21.

제 20 항에 있어서,

상기 제공 단계는,

상기 프로세서 코어(22) 외부의 상기 하드웨어가, 상기 지정된 메시지 버퍼(28)에 새로운 메시지 데이터 기록을 시작할 때,

지정된 저장 위치에 상기 세마포어의 제 1 상태에 대응하는 제 1 코드 값을 기록하는 단계와,

상기 프로세서 코어(22) 외부의 상기 하드웨어가, 상기 지정된 메시지 버퍼(28)에 새로운 메시지 데이터 기록을 완료할 때,

상기 지정된 저장 위치에 상기 세마포어의 제 2 상태에 대응하는 제 2 코드 값을 기록하는 단계와,

상기 프로세서 코어(22)가, 상기 지정된 메시지 버퍼(28)로부터 메시지 데이터 판독을 시작할 때, 상기 지정된 저장 위치에

상기 세마포어의 제 3 상태에 대응하는 제 3 코드 값을 기록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메시지 데이터의 무결성 보장 방법.

청구항 22.

제 12 항 또는 제 21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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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지정된 저장 위치는 상기 지정된 메시지 버퍼(28)의 제 1 바이트의 규정된 비트 위치를 포함하는

메시지 데이터의 무결성 보장 방법.

청구항 23.

제 1 항 또는 제 21 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세서 코어(22) 외부의 상기 하드웨어는 DMA 엔진(38)을 포함하는

메시지 데이터의 무결성 보장 방법.

청구항 24.
삭제

청구항 25.

제 1 항 또는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세서 코어(22) 외부의 상기 하드웨어는 CAN/CAL 모듈(77)을 포함하는

메시지 데이터의 무결성 보장 방법.

청구항 26.
삭제

청구항 27.

프로세서 코어(22)와, 메시지 데이터를 지정된 메시지 버퍼(28)로 기록하는 상기 프로세서 코어(22) 외부의 하드웨어와,

상기 지정된 메시지 버퍼(28)의 현재의 액세스 상태를 나타내는 부호화된 세마포어를 포함하는 CAN 장치(20)에 있어서,

외부의 상기 하드웨어가 상기 지정된 메시지 버퍼(28)에 새로운 메시지 데이터 기록을 시작할 때, 저장 위치에 상기 부호

화된 세마포어의 제 1 코드 값을 기록하는 수단과,

외부의 상기 하드웨어가 상기 지정된 메시지 버퍼(28)에 새로운 메시지 데이터 기록을 완료할 때, 저장 위치에 상기 부호

화된 세마포어의 제 2 코드 값을 기록하는 수단과,

상기 지정된 메시지 버퍼(28)가 상기 부호화된 세마포어의 현재의 코드 값에 근거하여 액세스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상

기 프로세서 코어(22)가 판정하는 수단과,

상기 지정된 메시지 버퍼(28)가 액세스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판정한 후, 상기 지정된 메시지 버퍼(28)로부터 상기 메시

지 데이터를 판독하는 수단을 포함하여,

상기 지정된 메시지 버퍼(28)에 저장된 상기 메시지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장하는

CAN 장치.

청구항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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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청구항 29.

프로세서 코어(22)와, 메시지 데이터를 지정된 메시지 버퍼(28)로 기록하는 상기 프로세서 코어(22) 외부의 하드웨어와,

상기 지정된 메시지 버퍼(28)의 현재의 액세스 상태를 나타내는 부호화된 세마포어를 포함하는 CAN 장치(20)에 있어서,

상기 지정된 메시지 버퍼(28)의 현재의 액세스 상태를 나타내도록 3 상태 세마포어를 제공하는 수단―상기 3 상태 세마포

어는, 상기 프로세서 코어(22) 외부의 상기 하드웨어가 상기 지정된 메시지 버퍼(28)에 새로운 메시지 데이터 기록을 시작

함을 나타내는 제 1 상태와, 상기 프로세서 코어(22) 외부의 상기 하드웨어가 상기 지정된 메시지 버퍼(28)에 상기 새로운

메시지 데이터 기록을 완료함을 나타내는 제 2 상태와, 상기 프로세서 코어(22)가 상기 지정된 메시지 버퍼(28)로부터 메

시지 데이터 판독을 시작함을 나타내는 제 3 상태를 가짐―을 포함하되,

상기 프로세서 코어(22)는, 상기 지정된 메시지 버퍼(28)가 상기 세마포어의 현재의 상태에 근거하여 액세스될 준비가 되

어 있는지를 판정함으로써,

상기 지정된 메시지 버퍼(28)에 저장된 상기 메시지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장하는

CAN 장치.

청구항 30.

제 27 항 또는 제 29항에 있어서,

상기 CAN 장치(20)는 CAN 마이크로콘트롤러를 포함하는

CAN 장치.

명세서

배경기술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데이터 통신 분야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직렬 통신 버스 제어기 및 마이크로콘트롤러 분야에 관한

것이다.

CAN(Control Area Network)은 의료 장비, 항공 전자 공학, 사무 자동화 설비, 소비자 제품, 및 다른 많은 제품 및 애플리

케이션뿐만 아니라, 자동차 및 산업용 제어 애플리케이션에 널리 사용되는 산업-표준(industry-standard)인 2가닥 도선

(two-wire) 직렬 통신 버스이다. CAN 제어기는 마이크로콘트롤러와 인터페이스 하도록 구성된 독립형 장치로서 또는 마

이크로콘트롤러 칩 내부에 통합된 회로 또는 마이크로콘트롤러 칩에 삽입된 모듈로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 1986년 이래

로, CAN 사용자들(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들)은 CAN 물리적 레이어 및 CAN 프레임 포맷을 사용하면서, 그리고 CAN 사

양을 지지하면서 CAN의 기능을 확장하는 다수의 고급 CAL(CAN 애플리케이션 레이어들)을 개발하여 왔다. 지금까지

CAL는 하드웨어 CAL을 거의 지원하지 않으면서, 주로 소프트웨어에서 구현되었다. 그 결과, 지금까지 CAL는 상당량의

호스트 CPU 개입을 요구하여, 그것에 의해서 프로세싱 부담을 증가시키고 그 호스트 CPU의 성능을 감소시켰다.

따라서, 이런 작업들을 호스트 CPU에서 CAN 하드웨어로 내리기 위해서(offload)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에 구현된 CAL

기능의 CAN 하드웨어 구현을 위한 기술이 필요하며, 그것에 의해서 CPU 프로세싱 리소스를 절약할 수 있고, 호스트 CPU

성능에 대응하는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가장 필요한 사항중 하나 및 CPU 리소스-집중적(resource-intensive) CAL 기

능은 메시지 관리이며, 이것은 CAN 직렬 통신 버스를 통해서 수신되는 입력 CAL/CAN 메시지 및 CAN 직렬 통신 버스를

통해서 전송되는 출력 CAL/CAN 메시지의 핸들링(handling), 저장, 및 프로세싱(processing)을 수반한다. DeviceNet,

CANopen, 및 OSEK와 같은, CAL 프로토콜은 다수의 CAN 프레임에 분배된 긴 메시지를 전송하며, 그 방법은 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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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ragmented@ 또는 Asegmented@ 메시징으로 지칭된다. 지금까지 단편화된, 멀티프레임 메시지 조합의 처리는 상당한

호스트 CPU 개입을 요구해왔다. 특히, 호스트 CPU에서 동작하는 CAL 소프트웨어는 메시지 조각 또는 세그먼트를 완전

한 메시지로 조합하기 위해서, 메시지 데이터의 버퍼링 및 프로세싱을 활발히 감시 및 관리한다.

전술한 사항에 의거하여, 호스트 CPU로부터 이런 작업을 내리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에 구현된 CAL 기능의 하

드웨어 구현을 위한 기술이 필요하며, 그것에 의해서 CPU 프로세싱 리소스를 절약할 수 있고, 호스트 CPU 성능에 대응하

는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발명의 양수인은 현재 "XA-C3"으로 명명된, 새로운 마이크로콘트롤러 제품을 개발 중이며 기술적인 요구사항을 충족

시킨다. XA-C3은 고성능 16 비트 단일-칩 마이크로콘트롤러의 Philips XA(확장된 아키텍처:eXtended Architecture)계

열 패밀리의 가장 새로운 멤버이다. XA-C3은 하드웨어 CAL 지원의 특징을 이루는 최초의 칩이다.

XA-C3은 본 발명을 포함하는, 다수의 다른 발명을 포함하는 CMOS 16 비트 CAL/CAN 2.0B 마이크로콘트롤러이다. 이

발명들은 메모리 데이터의 저장 및 복구, 및 그것을 위해 활용되는 메모리 리소스를 관리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최소한

의 CPU 개입으로 멀티프레임 단편화된 메시지의 자동 조합을 포함하여, CAL/CAN 메시지의 필터링(filtering), 버퍼링,

핸들링(handling), 및 프로세싱을 위한 고급 기술 및 하드웨어를 포함한다.

본 발명은 주어진 메시지 버퍼의 액세스 상태를 나타내도록 주어진 메시지 버퍼에 3가지-상태 세마포어(semaphore) 코

드를 기록하기 위한 방법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나서 CPU 상에서 동작하는 애플리케이션(소프트웨어)은 주어진 메시지

버퍼가 판독하기 위해 CPU가 준비되어 있는지, 주어진 메시지 버퍼가 DMA 엔진에 의해서 즉시 액세스되고 있는지(그리

고 따라서 판독하기 위해 CPU가 준비되어 있지 않는지), 또는 주어진 메시지 버퍼가 CPU에 의해서 즉시 판독되고 있는지

를 판정하기 위해 이 3가지-상태 세마포어 코드를 판독할 수 있다. 이 방법으로, 비록 CPU 판독이 진행중일 동안 DMA 엔

진이 주어진 메시지 버퍼로 액세스할 지라도, 주어진 메시지 버퍼에 저장된 데이터의 무결성이 보장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프로세서 코어 및 지정된 메시지 버퍼에 저장된 메시지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한 지정된 메시지 버퍼

내부로 메시지 데이터를 기록하는 프로세서 코어 외부의 하드웨어(예를 들면, DMA 엔진)를 포함하는 CAN 장치(예를 들

면, CAN 마이크로콘트롤러)에서 사용하기 위한 방법을 포함한다. 본 방법은 지정된 메시지 버퍼의 현재 액세스 상태를 나

타내는 3 가지-상태의 세마포어 제공을 포함한다. 3 가지-상태 세마포어에서, 첫번째 상태는 프로세서 코어 외부의 하드

웨어가 지정된 메시지 버퍼 내부로 새로운 메시지 데이터를 기록을 시작하는 것을 나타내며, 두번째 상태는 프로세서 코어

외부의 하드웨어가 지정된 메시지 버퍼 내부로 새로운 메시지 데이터 기록의 완료를 나타내며, 그리고 세번째 상태는 프로

세서 코어가 지정된 메시지 버퍼로부터 메시지 데이터 판독의 시작을 나타낸다. 프로세서 코어는 지정된 메시지 버퍼가 세

마포어의 현재 상태에 근거하여 즉시 액세스될 수 있는지를 판정한다. 지정된 메시지 버퍼가 즉시 액세스될 수 있는지를

판정한 후, 프로세서 코어는 지정된 메시지 버퍼로부터 메시지 데이터를 판독한다. 프로세서 코어가 지정된 메시지 버퍼로

부터 메시지 데이터의 판독을 완료한 후, 프로세서 코어가 지정된 메시지 버퍼로부터 메시지 데이터를 판독하고 있을 동안

다른 상태로 변경되었는지를 판정하기 위해서 세마포어의 현재 상태를 검사한다. 만약 프로세서 코어가 지정된 메시지 버

퍼로부터 메시지 데이터를 판독하고 있을 동안 세마포어의 현재 상태가 변경되었다고 프로세서 코어가 판정한다면, 세마

포어의 현재 상태에 근거하여, 지정된 메시지 버퍼가 액세스될 수 있는지를 다시 판정한다. 지정된 메시지 버퍼가 액세스

될 수 있는지를 다시 판정한 후, 프로세서 코어는 지정된 메시지 버퍼로부터 메시지 데이터를 다시 판독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제공 단계는 프로세서 코어 외부의 하드웨어가, 지정된 메시지 버퍼 내부로 새로운 메시지 데이터

기록을 시작할 때 지정된 저장 위치로 세마포어의 첫번째 상태에 대응하는 첫번째 코드 값을 기록하고, 지정된 메시지 버

퍼 내부로 새로운 메시지 데이터 기록이 완료될 때 지정된 저장 위치로 세마포어의 두번째 상태에 대응하는 두번째 코드

값을 기록하고, 지정된 메시지 버퍼로부터 메시지 데이터 판독을 시작할 때 지정된 저장 위치로 세마포어의 세번째 상태에

대응하는 세번째 코드 값을 프로세서 코어가 기록함으로써 구현된다. 특정 구현에서, 지정된 저장 위치는 지정된 메시지

버퍼의 첫번째 바이트의 규정된 비트 위치들을 구성한다.

다른 특징에서, 본 발명은 상술한 방법을 구현하는 CAN 장치, 예를 들면, CAN 마이크로콘트롤러를 포함한다.

실시예

등록특허 10-0741179

- 9 -



본 발명은 특정 구현, 즉, Philips Semiconductors에 의해서 제조된 XA-C3 마이크로콘트롤러 환경과 관련하여 설명한다.

물론, 본원에서 기술된 본 발명의 어떤 하나 이상의 다양한 실시예 및 특징은, 예를 들면, 독립형 CAN 제어기 장치에서 또

는 다른 마이크로콘트롤러 또는 시스템의 부분으로서, 개별적으로 또는 조합하여 활용될 수 있는 바와 같이, 본 발명은 이

런 특정 구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즉, XA-C3 마이크로콘트롤러)를 기술하는데 있어서 본 명세서에서 사용된 다음의 용어들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표준 CAN 프레임(Standard CAN Frame): 표준 CAN 프레임의 포맷은 도 1에 표시되어 있다.

확장 CAN 프레임(Extended CAN Frame): 확장 CAN 프레임의 포맷은 도 1에 또한 표시되어 있다.

승인 필터링(Acceptance Filtering): CAN 장치가 CAN 프레임이 승인되어야 할 지 또는 무시되어야할 지를 결정하도록

구현하고, 만약 승인된다면, 사전할당된 메시지 객체에서 그 프레임을 저장하도록 구현하는 프로세스.

메시지 객체(Message Object): 사전 정의된(pre-specified) 크기 (CAL 메시지에 대하여 256 바이트까지) 및 특정 승인

필터(Acceptance Filter)와 관련된 수신 램(Receive RAM) 버퍼 또는, 사용자가 완전한 CAN 데이터 프레임(Data

Frame)을 전송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데이터를 프리로드(preload)하는 전송 램(Transmit RAM) 버퍼. 메시지 객체는 완

전한 메시지, 또는 연속된 메시지가 전송될 수 있는 통신 채널로 간주된다.

CAN 중재(Arbitration) ID: CAN 프레임 헤더(Frame Header)에 위치한 11 비트 (Standard CAN 2.0 프레임) 또는 29 비

트 (Extended CAN 2.0B 프레임) 식별자 필드. 이 ID 필드는 CAN 버스에 접근하는 프레임을 중재하도록 사용된다. 또한

CAN 프레임 접수 및 전송 사전 중재(Transmit Pre-Arbitration)를 위한 승인 필터링(Acceptance Filtering)에서 사용된

다.

스크리너(Screener) ID: 승인 필터링(Acceptance Filtering)에서 사용되는 입력 메시지로부터 추출된 30 비트 필드. 스크

리너(Screener) ID는 CAN 중재(Arbitration) ID 및 IDE 비트를 포함하고, 2 데이터 바이트(Data Bytes)까지 포함할 수

있다. 이런 추출된 30 비트는 승인 필터링(Acceptance Filtering)에 의해서 검정된 정보이다.

매치(Match) ID: 입력 스크리너(Screener) ID와 비교되는 사용자에 의하여 사전 지정된 30 비트 필드. 32 메시지 객체들

의 각각에 대한 개별적인 매치(Match) ID는 지정된 MMR(Memory Mapped Registers) 내부에 사용자에 의해서 프로그

램된다.

마스크(Mask): 승인 필터링(Acceptance Filter)에서 임의의 특정 비트(또는, 비트들의 조합)에서 매치(Match) ID 비교

(Mask)를 무시할 수 있는 사용자에 의하여 사전 지정된 29 비트 필드. 개별적인 마스크, 각각의 메시지 객체(Message

Object)에 대한 마스크는 지정된 MMR에 사용자에 의해서 프로그램된다. 개별적인 마스크 패턴은 단일 수신 객체

(Receive Objects)가 다중의 승인된(acknowledged) CAL/CAN 프레임에 대하여 차단(Screen)할 수 있고, 따라서 그런

낮은 우선순위의(lower Priority) 프레임에 제공되어야 하는 수신 객체(Receive Objects)의 개수를 최소화할 수 있다. 개

별적인(individual) 메시지 객체를 마스크(마스크)할 수 있는 능력은 중요한 새로운(new) CAL 특징이다.

CAL: CAN 애플리케이션 레이어(CAN Application Layer). 하이-레벨 프로토콜에 대한 일반적인 용어는 CAN 물리적 레

이어 및 CAN 프레임 포맷을 사용하는 동안 CAN의 기능을 확장하며, CAN 사양을 지지한다. 특히, CAL은 CAN 프레임에

서 고유한 8 바이트 데이터 제한을 초과하는 메시지의 전송을 허용한다. 이것은 각각의 메시지를 복합 패킷으로 분할함으

로써 가능하며, 각각의 패킷은 최대 8 데이터 바이트로 구성되는 단일 CAN 프레임처럼 전송된다. 그런 메시지는 일반적으

로 "분할된(segmented)" 또는 "단편화된(fragmented)" 메시지로 지칭된다. 완전한 단편화된 메시지를 구성하는 개별적인

CAN 프레임은 통상적으로 접근하여 전송되지 않으며, 오히려 도 2에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다른, 무관한 메시지의 개

별적인 CAN 프레임은 CAN 버스 상에서 인터리브된다.

단편화된 메시지(Fragmented Message): 연속된 개별적인 CAN 프레임을 사용하여 데이터 패킷으로 분할되어 전송되는

길이가 긴 메시지(8 바이트 초과). 연속된 CAN 프레임이 이들 길이가 긴 메시지를 구성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특정 CAL의

설명서에 정의되어 있다. XA-C3 마이크로콘트롤러는 하드웨어에서 자동으로 이 패킷들을 원본의, 길이가 긴 메시지로 재

결합하여 완료된(재결합된) 메시지가 관련된 수신 메시지 객체(Receive Message Object)로서 사용가능할 때 (인터럽트

를 통해서)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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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 버퍼(Message Buffer): 입력(수신된) 메시지가 저장되거나 출력(전송) 메시지가 스테이지되는 XA 데이터 메모리

에서 위치의 블럭.

MMR: 메모리가 배치된 레지스터(Memory Mapped Register). 어드레스가 XA 데이터 메모리 공간에 배치되고 XA 프로

세서에 의해서 데이터 메모리로서 액세스되는 온-칩 명령/제어/상태 레지스터. XA-C3 마이크로콘트롤러에서, MMR에

제공되는 8개의 한 세트는 각각의 메시지 객체와 관련된다. 또한, 비트들이 모든 메시지 객체에 적용되는 전역 변수들을

제어하는 몇 개의 MMR이 있다.

도 3은 XA-C3 마이크로콘트롤러(20)의 하이-레벨 블럭도이다. XA-C3 마이크로콘트롤러(20)는 44-핀 PLCC로 패킷화

된 단일 집적회로(IC) 또는 44-핀 LQFP 패키지에서 제조되는 다음의 기능 블럭을 포함한다.

XA CPU 코어(22)는 현재 24-비트 프로그램 및 데이터 어드레스 범위로 16-비트의 완전한 정적(static) CPU로서 구현되

며, 80C51 아키텍쳐와 호환가능하고, 그리고 30 MHz의 주파수까지 작동한다.

프로그램 또는 코드 메모리(24)는 32K ROM/EPROM으로 현재 구현되고, 내부 프로그램 버스(25)를 통해서 XA CPU 코

어(22)와 양방향으로 결합된다. 코드 메모리 공간의 맵은 도 4에 도시되어 있다.

데이터 RAM(26)(내부적인 또는 스크래치(scratch) 패드 데이터 메모리)은 현재 전체 XA-C3 데이터 메모리 공간의 1024

바이트 영역으로 구현되며, 내부 데이터 버스(27)를 통해서 XA CPU 코어(22)와 양방향으로 결합된다.

온-칩(on-chip) 메시지 버퍼 RAM 또는 XRAM(28)은 CAN/CAL (전송 & 수신 객체) 메시지 버퍼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

함하는 전체 XA-C3 데이터 메모리 공간의 512 바이트 영역으로 구현된다.

MIF(메모리 인터페이스:Memory Interface) 유닛(30)은 외부 어드레스/데이터 버스(32)를 통해서, 내부 코어 데이터 버스

(34)를 통해서, 그리고 내부 MMR 버스(36)를 통해서 SRAM, DRAM, 플래시, ROM, 및 EPROM 메모리 장치와 같은 일반

적인 메모리 장치와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DMA 엔진(38)은 32 CAL DAM 채널들을 제공한다.

다수의 온-칩 MMR(40)는 전체 XA-C3 데이터 메모리 공간에 맵핑된다--전체 XA-C3 데이터 공간의 4 KByte 영역은

MMR을 위하여 확보된다. 이런 MMR는 32 CAL 메시지 객체에 대응하는, 32 (메시지) 객체 또는 어드레스 포인터들 및 32

ID 스크리너(Screener) 또는 Match ID를 포함한다. 모든 MMR의 완전한 리스팅은 도 5에 도시된 테이블에서 제공된다.

2.0B CAN/DLL 코어(42)는 Philips SJA1000 CDLL(CAN (2.0A/B) Data Link Layer) 장치에서의 CAN 제어기 코어이

다(이후 CCB("CAN Core Block")로 지칭된다).

일련의 표준 마이크로콘트롤러 주변장치는 SFR(특수 기능 레지스터:Special Function Register) 버스(43)를 통해서 XA

CPU 코어(22)와 양방향으로 결합된다. 이런 표준 마이크로콘트롤러 주변장치들은 UART(범용 비동기 송수신 장

치:Universal Asynchronous Receiver Transmitter)(49), SPI 직렬 인터페이스(포트)(51), 토글 출력 가능한 3개의 표준

타이머/카운터, 즉, 타이머 블럭(53)에 포함된 타이머 0 & 타이머 1, 및 타이머 블럭(54)에 포함된 타이머 2, 감시장치 타

이머(55), 및 4 개의 8 비트 I/O 포트들, 즉, 4 프로그램가능한 출력 구성을 가지는, 블럭(61)에 포함된 포트 0-3을 포함한

다.

DMA 엔진(38), MMR(40), 및 CCB(42)는 CAN/CAL 모듈(77)을 구성하며, 다음의 기술을 통하여 여러번 언급될 것이다.

또한 "메시지 관리(message management)" 및 "메시지 처리(message handling)" 기능을 실행하는 CAN/CAL 모듈(77)

내부의 특정 로직 성분은 다음의 기술을 통하여 여러번 각각, "메시지 관리 엔진(message management engine)" 및 "메

시지 핸들러(message handler)"로 언급된다. 다른 전문용어는 다음의 기술을 통하여 소개되는 바와 같이 정의될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XA-C3 마이크로 콘트롤러(20)는 이미 호스트 CPU에서 동작하는 소프트웨어에서 구현되는(또는 전혀

구현되지 않은) 다수의 메시지 관리 및 다른 기능을, 하드웨어에서, 구현하며, 인터리브된, 멀티프레임, 단편화된 CAL 메

시지를 동시에 32개까지 투명한, 자동 재조합을 포함한다. 호스트 CPU(즉, XA CPU 코어(22))에서 작동하도록 설치된 각

각의 애플리케이션에 대하여, 사용자(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는 XA-C3 기능 사양(Functional Specification) 및 XA-C3

CAN 전송 레이어 제어기(Transport Layer Controller) 사용자 매뉴얼에 설명되어 있는 방법으로 MMR 및 SFRs를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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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밍함으로써 이런 기능을 실행하기 위한 하드웨어를 셋업해야 한다. 본 발명의 이해에 가장 관련된 레지스터 프로그래

밍 프로시저는 후술되며, 사용자에 의해서 적합하게 셋업된 다음 XA-C3 마이크로콘트롤러(20)의 동작 동안 CAL/CAN

모듈(77)에 의해서 자동으로 실행되는 다양한 메시지 관리 및 다른 기능을 기술한다. 다음의 절에서, 본 애플리케이션이

지정되는 특별한 발명의 보다 상세한 기술이 제공된다.

셋업/프로그래밍 프로시저(Set-up/Programming Procedures)

먼저, 사용자는 도 5에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전체 XA-C3 데이터 메모리 공간을 배치해야 한다. 특히, 어떤 제약 조건

이 있다면, 사용자는 XRAM(28)의 시작 또는 기본 어드레스 및 MMR(40)의 시작 또는 기본 어드레스를 지정해야 한다.

MMR(40)의 기본 어드레스는 SFR(Special Function Registers) MRBL 및 MRBH를 적당하게 프로그래밍함으로써 지정

될 수 있다. XRAM(28)의 기본 어드레스는 MBXSR 및 MRAMB에 지정된 MMR를 적당히 프로그래밍함으로써 지정될 수

있다(도 4 참조).

사용자는 MMR(40)을 위해 확보된 4KByte를, 내부 또는 스크래치-패드(scratch-pad) 메모리로 사용되는 온-칩 데이터

RAM(26)과 충돌할 수도 있는, 메모리 공간의 최하부(즉, 최초 1 KByte 영역, 000000h의 시작 어드레스)와 다른, XA 아

키텍처에 의해서 지원되는 전체 16 Mbyte 데이터 메모리 공간 내부의 어디에라도 위치시킬 수 있다. MMR 공간의

4KBytes는 항상 4K 범위에서 시작한다. MRBH 및 MRBL에 대한 리셋 값은 각각 0Fh 및 F0h이다. 따라서, 리셋 후,

MMR 공간은 데이터 세그먼트 0Fh의 최상부 4 KBytes에 배치되지만, MMR(40)으로의 액세스는 불가능하다. MMR 공간

의 최초 512 Bytes(오프셋 000h - 1FFh)는, 도 6에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객체 n = 0 - 31을 위한 메시지 객체 레지

스터(Message Object Registers)(메시지 객체당 8)이다.

도 7 및 8에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XRAM(28)의 기본 어드레스는 MBXSR 및 XRAMB가 지정된 MMR의 내용에 의해

서 결정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512 Byte XRAM(28)에는 (메시지 객체 n = 0 - 31에 상응하는) 일부(또는 전체) 32 (Rx/

Tx) 메시지 버퍼가 상주한다. 메시지 버퍼는 최대 8 KBytes까지 확장된 오프-칩일 수 있다. 이 오프-칩은 32, 256 바이

트 메시지 버퍼까지 확장 가능하다. 모든 메시지 버퍼의 최상부 8 비트는 MBXSR 레지스터의 내용에 의해서 구성되기 때

문에, XRAM(28) 및 모든 32 메시지 버퍼는 동일한 64 KByte 데이터 메모리 세그먼트에 상주해야 한다. XA-C3 마이크

로콘트롤러(20)는 외부 메모리에 접근하기 위해서 단지 어드레스 라인 A0-A19를 제공할 뿐이므로, 모든 외부 메모리 어

드레스는 어드레스 공간의 최하부 1 MByte 내부에 있어야 한다. 따라서, 만약 32 메시지 버퍼가 배치될 시스템에 외부 메

모리가 있다면, 또한 모든 32 메시지 버퍼 및 XRAM(28)은 동일한 64 KByte 세그먼트 내부에 완전히 배치되어야 하며,

1MByte 어드레스 제한 아래이어야 한다.

메모리 공간이 배치된 후, 32 분리된 메시지 객체를 셋업 또는 정의하고, 메시지 객체 각각은 전송(Transmit)(Tx) 또는 수

신(Receive)(Rx) 메시지 객체 일 수 있다. Rx 메시지 객체는 유일한 CAN ID, 또는 임의의 ID 비트 필드를 공유하는 한 세

트의 CAN ID와 관련될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각각의 메시지 객체는, 메시지 객체의 메시지 버퍼로 언급되는, 데이터

메모리 공간의 자신만의 확보된 블럭(256 바이트까지)을 갖는다. 도시되는 바와 같이, 메시지 객체의 메시지 버퍼의 크기

및 기본 어드레스 둘 모두는 프로그램가능하다.

전술한 바와 같이, 각각의 메시지 객체는 그 메시지 객체에 제공되는 한 세트의 8 MMR(40)와 관련된다. 일부 이런 레지스

터는 Rx 메시지 객체를 위한 작동과는 다르게 Tx 메시지 객체를 위해 작동한다. 이런 8 MMR(40)는 "메시지 객체 레지스

터(Message Object Registers)"로 지정된다(도 4 참조).

8 MMR(40)의 명칭:

1. MnMIDH 메시지 n 매치 ID 하이(Message n Match ID High)

2. MnMIDL 메시지 n 매치 ID 로우(Message n Match ID Low)

3. MnMSKH 메시지 n 마스크 하이(Message n 마스크 High)

4. MnMSKL 메시지 n 마스크 로우(Message n 마스크 Low)

5. MnCTL 메시지 n 제어(Message n Control)

6. MnBLR 메시지 n 버퍼 위치지정 레지스트(Message n Buffer Location Regi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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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MnBSZ 메시지 n 버퍼 크기(Message n Buffer Size)

8. MnFCR 메시지 n 조각 카운트 레지스터(Message n Fragment Count Register)

여기서 n 범위는 0에서 31까지 이다(즉, 32 독립 메시지 객체에 대응).

일반적으로, 후술되는 바와 같이, 사용자는 메시지 객체로 제공되는 8 MMR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구성(프로그래밍)함으로

써 메시지 객체를 정의하거나 또는 셋업한다. 또한, 후술되는 바와 같이, 사용자는, 비트가 모든 메시지 객체에 적용되는

전역 변수들을 제어하는, 전역 GCTL 레지스터를 구성(프로그램)해야 한다.

특히, 사용자는 승인 필터링(Acceptance Filtering)을 위한 입력 CAN 프레임으로부터 추출된 스크리너(Screener) ID에

대하여 비교되는 각각이 메시지 객체를 위한 매치(Match) ID 값을 지정할 수 있다. 각각의 메시지 객체 n애 대한 매치

(Match) ID 값은 그 메시지 객체 n와 관련된 MnMIDH 및 MnMIDL에서 지정된다. 사용자는 각각의 특정한 메시지 객체 n

와 관련된 적당한 MnMSKH 및/또는 MnMSKL 레지스터 내부의 (마스크 되도록) 필요한 비트 영역에 논리값 '1'을 기록함

으로써, 하나의 객체씩으로, 승인 필터링(Acceptance Filtering)에 사용되지 않도록 임의의 스크리너(Screener) ID 비트

를 마스크할 수 있다. 셋업시, 사용자는 각각의 메시지 객체 n에 대한 유일한 메시지 버퍼 위치를 할당해야 한다. 특히, 사

용자는 그 메시지 객체 n와 관련된 MnBLR 레지스터를 프로그래밍함으로써 각각의 특정 메시지 객체 n에 대한 메시지 버

퍼의 기본 어드레스의 최소한 특정 16 비트를 지정할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모든 메시지 객체에 대하여, 24 비트 어드

레스의 상부 8 비트는 MBXSR의 내용에 의해서 지정되어, 모든 메시지 객체에 대한 메시지 버퍼는 동일한 64KByte 메모

리 세그먼트 내부에 상주한다. 셋업시, 또한 사용자는 각각의 메시지 객체 n에 대한 메시지 버퍼의 크기를 지정해야 한다.

특히, 사용자는 그 메시지 객체 n와 관련된 MnBSZ 레지스터를 프로그래밍함으로써 각각의 특정 메시지 객체 n에 대한 메

시지 버퍼의 크기를 지정할 수 있다. 각각의 메시지 객체 n에 대한 메시지 버퍼의 정상 위치는 MnBSZ 레지스터에 대응하

여 지정된 바와 같이 그 메시지 버퍼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된다.

사용자는 그 메시지 객체 n을 가능하게 또는 불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그 메시지 객체 n를 Tx 또는 Rx 메시지 객체로 정

의하거나 또는 지정하도록, 그 메시지 객체 n에 대한 단편화된 Rx 메시지의 자동적인 하드웨어 조합(즉, 단편화된 메시지

의 자동 처리)을 가능하게 또는 불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그 메시지 객체 n에 대한 메시지-완료 인터럽트의 자동 발생을

가능하게 또는 불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RTR(원격 전송 요청:Remote Transmit Request) 처리에 대한 그 메시지

객체 n을 가능하게 또는 불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각각의 특정 메시지 객체 n과 관련된 MnCTL 레지스터를 구성(프로그

램)할 수 있다. CANopen 및 OSEK 시스템에서, 사용자는 또한 각각의 메시지 객체 n과 관련된 MnFCR 레지스터를 초기

화해야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셋업시, 사용자는, 모든 메시지 객체에 적용되는 전역 변수를 비트가 제어하는, 전역 GCTL 레지스터를

구성(프로그램)해야 한다. 특히, 사용되는 하이-레벨 CAL 프로토콜을 지정하도록(예를 들면, DeviceNet, CANopen, 또

는 OSEK), CANopen 프레임의 자동 승인(CANopen auto-acknowledge)이 가능하게 또는 불가능하도록, 두개의 전송

(Tx) 사전중재(pre-arbitration) 방안/수단(즉, 두번째 타이브레이커(tie-breaker)로서 사용되는 객체 번호를 갖는, Tx

사전중재(pre-arbitration) 기반의 CAN ID, 또는 단지 Tx 사전중재(pre-arbitration) 기반의 객체 번호 중 하나)이 활용

될 수 있게 지정하도록 사용자는 GCTL 레지스터를 구성(프로그램)할 수 있다.

수신 메시지 객체 및 수신 프로세스(Receive Message Objects and the Receive Process)

수신 동안(즉, 입력 CAN 프레임이 XA-C3 마이크로콘트롤러(20)에 의해서 수신되는 동안), CAN/CAL 모듈(77)은 그 입

력 CAN 프레임을 임시(13 바이트) 버퍼에 저장할 것이며, 완전한, 에러 없는 CAN 프레임이 성공적으로 수신되었는지를

판정한다. 만약 완전한, 에러 없는 CAN 프레임이 성공적으로 수신되었는지가 판정된다면, CAN/CAL 모듈(77)은 그 CAN

프레임을 접수 및 저장할지, 또는 그 CAN 프레임을 무시/폐기할 지를 판정하도록 승인 필터링(Acceptance Filtering)을

초기화한다.

승인 필터링(Acceptance Filtering)

전술한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XA-C3 마이크로콘트롤러(20)는 사용자에게 하나의 객체씩으로, 각각의 32 독립 메시지

객체에 대한 분리된 매치(Match) ID 및 마스크 필드를 프로그램할 능력을 제공한다. XA-C3 마이크로콘트롤러(20)에 의

해서 실행되는 승인 필터링(Acceptance Filtering) 프로세스는 "매치(match) 및 마스크" 기술로서 특징지워질 수 있다. 이

승인 필터링(Acceptance Filtering) 프로세스의 기본 목적은 수신된 CAN 프레임(각각의 메시지 객체에 대한 마스크 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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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서 마스크되는 "비보호(don't care)" 비트를 제외)의 스크리너(Screener) ID 필드가 수신 메시지 객체가 지정되어

있는 32 메시지 객체의 임의의 가능한 하나의 매치(Match) ID와 부합하는 지를 판정하는 것이다. 만약 수신된 CAN 프레

임 및 하나의 메시지 객체 이상과 매치된다면, 수신된 CAN 프레임은 최소 객체 번호(n)를 가지고 메시지 객체와 매치되도

록 고려해야 한다.

승인 필터링(Acceptance Filtering)은 XA-C3 마이크로콘트롤러(20)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실행된다.

(1) 스크리너(Screener) ID 필드는 입력(수신된) CAN 프레임으로부터 추출된다. 이 점에 관해서, 입력 비트 스트림으로

부터 조합되는 스크리너(Screener) ID 필드는 표준 및 확장 CAN 프레임과 다르다. 특히, 도 9에 도시된 바와 같이, 표준

CAN 프레임에 대한 스크리너(Screener) ID 필드는, 수신된 CAN 프레임 + IDE 비트의 첫번째 및 두번째 데이터 바이트

(데이터 바이트 1 및 데이터 바이트 2)로부터 수신된 CAN 프레임 + 2x8 (16)의 헤더로부터 추출된 11 CAN ID로 구성되

는, 28 비트이다. 따라서, 사용자는 표준 CAN 프레임 메시지 객체에 대한 마스크 필드(MnMSKL 레지스터)에서 Msk1 및

Msk0 비트를 설정하도록, 즉 "비보호(don't care)" 하도록 요구된다. 또한, 표준 CAN 프레임 기반의 다수의 애플리케이션

에서, 데이터 바이트 1, 데이터 바이트 2 또는 둘 모두는 승인 필터링(Acceptance Filtering)에 관계하지 않는다. 그런 애

플리케이션에서, 사용자는 또한 사용되지 않는 데이터 바이트를 마스크 아웃(마스크 out)해야 한다. IDE 비트는 마스크가

불가능하다. 도 10에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확장 CAN 프레임에 대한 스크리너(Screener) ID 필드는 30 비트이며, 입

력 CAN 프레임 + IDE 비트의 헤더로부터 추출된 29 CAN ID 비트를 구성한다. 다시, IDE 비트는 마스크 불가능하다.

(2) 그런 다음 수신된 CAN 프레임의 조합된 스크리너(Screener) ID 필드는 모든 현재 가능안 수신 메시지 객체에 대한

MnMIDH 및 MnMIDL 레지스터에서 지정된 대응하는 Match ID 값과 비교된다. 물론, 특정 메시지 객체에 의해서 마스크

되는 스크리너(Screener) ID 필드에서의 임의의 비트들은 비교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만약 특정 메시지 객체에 대한

MnMSKH 및 MnMSKL 레지스터에서 지정된 마스크 필드의 비트 위치에서 '1'이면, 그 특정 메시지 객체에 대한 Match ID

필드에서 대응하는 비트 위치는 "비보호(don't care)" 된다. 즉, 항상 수신된 CAN 프레임이 스크리너(Screener) ID의 대

응하는 비트와의 부합하게 한다.

(3) 만약 상기 비교 프로세스가 하나의 메시지 객체 이상과 부합한다면, 수신된 CAN 프레임은 최소 객체 번호(n)를 갖는

메시지 객체와 부합되었다고 고려될 것이다.

메시지 저장(Message Storage)

승인 필터링(Acceptance Filtering)을 통과하는 각각의 입력(수신된) CAN 프레임은, DMA 엔진(38)을 통하여, 특정

CAN 프레임이 부합되었음이 발견된 수신 메시지 객체에 대한 메시지 버퍼 내부로 자동으로 저장될 것이다. 예시적인 구

현에서, 모든 메시지 객체에 대한 메시지 버퍼는 XRAM(28)에 포함된다.

메시지 조합(Message Assembly)

일반적으로, DMA 엔진(38)은 MBXSR 및 MnBLR 레지스터의 내용에 의해서 위치가 지정된 어드레스로부터 시작하여, 한

번에 한 워드씩, 13-byte 프리-버퍼로부터 적당한 메시지 버퍼(예를 들면, XRAM(28) 내부)로 각각 접수된 CAN 프레임

을 전송한다. DMA 엔진(38)은 하나의 바이트 또는 하나의 워드를 전송할 때마다, 그 버스가 필요하다. 이 점에 관하여,

MIF 유닛(30)은 XA CPU 코어(22)로 부터의 액세스 및 DMA 엔진(38)으로부터의 액세스 사이를 중재한다. 일반적으로,

버스 중재는 "교대(alternate)" 방식으로 실행된다. DMA 버스 액세스 후에, 필요하다면, XA CPU 코어(22)는 버스 액세스

가 승인된다. XA CPU 버스 액세스 후에, 필요하다면, DMA 엔진(38)은 버스 액세스가 승인된다. (그러나, XA CPU 코어

(22)에 의한 버스트(burst) 액세스는 DMA 버스 액세스에 의해서 인터럽트될 수 없다.)

일단 버스 액세스가 MIF 유닛(30)에 의해서 승인되면, DMA 엔진(38)은 13 바이트 프리-버퍼로부터 적당한 메시지 버퍼

위치로 데이터를 기록한다. DMA 엔진(38)은 모든 접수된 CAN 프레임이 전송될 때까지 적당한 메시지 버퍼 위치로 메시

지 데이터를 연속적으로 기록하면서, 그 버스를 계속 요청한다. DMA 엔진(38)이 적당한 메시지 버퍼 위치로 접수된 CAN

프레임을 성공적으로 전송한 후에, 메시지 버퍼의 내용은 CAN 프레임이 종속되는 메시지가 단편화되지 않은(non-

fragmented) (단일 프레임) 메시지 또는 단편화된 메시지인지에 의존한다. 각각의 경우가 후술된다.

단편화되지 않은 메시지 조합(Non-Fragmented Message Assembly)

자동의 단편화된 메시지 핸들링이 불가능하게된 것으로 셋업된 메시지 객체에 대하여(가능하지 않은--즉, 메시지 객체가

'0'으로 설정된 데 대한 MnCTL 레지스터에서 FRAG 비트), 일단 DMA 엔진(38)이 메시지 객체와 관련된 메시지 버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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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된 CAN 프레임을 성공적으로 전송했다면, (접수된 CAN 프레임이 표준 또는 확장 CAN 프레임인지에 의존하여, 11

또는 29 비트 중 하나인) 접수된 CAN 프레임의 완전한 CAN ID는 부합하도록 간주되어온 메시지 객체와 관련된

MnMIDH 및 MnMIDL 레지스터 내부에 기록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비록 CAN ID의 한 영역이 Acceptance Filtering을

위하여 마스크될지라도, 사용자 애플리케이션은 결국 부합되는 정확한 CAN ID를 볼 수 있다. 이 메카니즘의 결과로,

MnMIDH 및 MnMIDL 레지스터의 내용은 입력 CAN 프레임이 접수될 때마다 변할 수 있다. 입력 CAN 프레임이 수용될

수 있기 전에 승인 필터(Acceptance Filter)를 통과하기 때문에, 마스크 아웃된 비트들만이 변할 것이다. 따라서, 적당한

메시지 버퍼로 전송되는 접수된 입력 CAN 프레임에 응답하여 변하는 MnMIDH 및 MnMIDL 레지스터 내용의 결과로서 매

치(match) 및 마스크 승인 필터링(Acceptance Filtering)을 위한 기준은 변하지 않는다.

단편화된 메시지 조합(Fragmented Message Assembly)

자동적인 단편화된 메시지 핸들링이 가능하게된 것으로 셋업된 메시지 객체에 대하여(즉, 메시지 객체가 '1'로 설정된 데

대한 MnCTL 레지스터에서 FRAG 비트로), 11/29 비트 CAN ID 필드의 마스킹은 허용되지 않는다. 상술한 바와 같이, 접

수된 CAN 프레임의 CAN ID는 명백하게 알려져 있으며, 부합하도록 간주되어온 메시지 객체와 관련된 MnMIDH 및

MnMIDL 레지스터에 포함된다. 따라서, 부합하도록 간주되어온 메시지 객체와 관련된 MnMIDH 및 MnMIDL 레지스터 내

부로 접수된 CAN 프레임의 CAN ID를 기록할 필요는 없다.

단편화된 메시지의 후속 CAN 프레임이 수신되기 때문에, 새로운 데이터 바이트는 이미 수신되어 저장된 데이터 바이트의

말단부에 첨부된다. 이런 처리는 완전한 멀티프레임 메시지가 수신되어 적당한 메시지 버퍼에 저장될 때까지 계속된다.

CAL 프로토콜 DeviceNet, CANopen, 및 OSEK에서, 만약 메시지 객체가 허가된(enabled) 수신 메시지 객체이고, 관련된

MnCTL 레지스터가 '1'로 설정된 FRAG 비트를 갖는다면(즉, 단편화된 메시지의 자동 조합이 특정 수신 메시지 객체에 대

하여 가능함), 그 특정 수신 메시지 객체와 부합하는 각각의 수신된 CAN 프레임의 첫번재 데이터 바이트(Data Byte 1)는

단지 조각 정보를 부호화하도록 사용될 것이고, 따라서, 그 특정 수신 메시지 객체에 대한 메시지 버퍼에 저장되지 않을 것

이다. 따라서, 상기 "FRAG-enabled" 수신 메시지 객체에 대한 메시지 저장은 두번째 데이터 바이트(Data Byte 2)로 시작

할 것이고, 전술한 방법으로 완전한 멀티프레임 메시지가 수신되어 적당한 메시지 버퍼에 저장될 때까지 진행할 것이다.

상기 메시지 저장 포맷은 도 11에 도시되어 있다. 메시지 핸들러 하드웨어는 이 처리를 돕기 위해서 각각의 CAN 프레임의

Data Byte 1에 포함된 조각 정보를 사용할 것이다.

CAN 프로토콜에서, 만약 메시지 객체가 허가된(enabled) 수신 메시지 객체이고, 관련된 MnCTL 레지스터가 '1'로 설정된

FRAG 비트를 갖는다면(즉, 단편화된 메시지의 자동 조합이 그 특정 수신 메시지 객체에 대하여 가능하다), 그 특정 수신

메시지 객체에 부합하는 CAN 프레임은 도 12에 도시되어 있는 포맷을 사용하여 그 특정 수신 메시지 객체에 대한 메시지

버퍼에 연속적으로 저장될 것이다.

메시지 객체 n과 관련된 메시지 버퍼 내부로 메시지 데이터를 기록하는 동안, (그 메시지 객체 n과 관련된 MnBLR 레지스

터에 지정된 바와 같이) DMA 엔진(38)은 그 메시지 버퍼의 기본 어드레스로부터 자동으로 출발하는 어드레스를 발생시킬

것이다. 그 메시지 버터의 크기는 그 메시지 객체 n과 관련된 MnBSZ 레지스터에서 지정되기 때문에, DMA 엔진(38)은 그

메시지 버퍼의 정상 위치에 도달했을 때를 판정할 수 있다. 만약 DMA 엔진(38)이 그 메시지 버퍼의 정상 위치에 도달했는

지를 판정한다면, 그리고 그 메시지 버퍼에 기록되는 메시지가 아직 완전히 전송되지 않았는지를 판정한다면, DMA 엔진

(38)은 다시 그 메시지 버퍼의 기본 어드레스로부터 출발하는 어드레스를 발생시킴으로써 보호할 것이다. 이것이 발생하

기 전에 가끔, 경고 인터럽트가 발생하여 사용자 애플리케이션은 데이터 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

메시지 핸들러는 DMA 엔진(38)에 의해서 기록되고 있는 메시지 버퍼의 현재 어드레스 위치의 트랙, 및 상기 지정된 메시

지 버퍼에서 조합되기 때문에 각각의 CAL 메시지의 바이트 수를 유지한다. CAL 메시지에 대한 "메시지의 끝(End of

Message)"이 디코드된 후, 메시지 핸들러는 DMA 엔진(38)을 통하여 상기 지정된 메시지 버퍼 내부로 완전한 CAL 메시

지 및 바이트 카운트(Byte Count)를 전송하는 것을 완료하고, 그런 다음 완전한 메시지가 수신되었음을 나타내는 XA

CPU 코어(22)로 인터럽트를 발생한다.

각각의 CAN 프레임의 데이터 바이트 1이 조각 정보를 포함하기 때문에, 그 CAN 프레임에 대한 지정된 메시지 버퍼에 결

코 저장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각각의 CAN 프레임의 7개의 데이터 바이트까지 저장될 것이다. 전체 메시지가 저장된

후, 지정된 메시지 버퍼는 저장된 정보의 데이터 바이트의 총 개수를 포함하는 위치 00에 수신된 모든 실제 정보의 데이터

바이트(조각 정보 바이트는 제외)에 바이트 카운트를 더하여 포함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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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편화된 OSEK 및 CANopen 메시지의 자동적 하드웨어 조합을 호출할 때 뒤따라야 하는 일부 특정 사용사 셋업/프로그

래밍 프로시저가 있다. 모든 특색들이, 모든 목적을 위하여 여기에 전부 포함되어 있는 특허명세서, 계류중인 특허 출원 제

60/154,022호의 일부인 XA-C3 CAN 전송 레이어 제어기(Transport Layer Controller) 사용자 매뉴얼에서 발견될 수

있다.

전송 메시지 객체 및 전송 프로세스(Transmit Message Objects and the Transmit Process)

메시지를 전송하기 위해서, XA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은 먼저 완전한 메시지를 조합하여 적당한 전송 메시지 객체 n을 위

한 지정된 메시지 버퍼에 그것을 저장하여야 한다. 그 메시지 헤더(CAN ID 및 프레임 정보)는 그 전송 메시지 객체 n과 관

련된 MnMIDH, MnMIDL, 및 MnMSKH 레지스터 내부에 기록되어야 한다. 전송을 초기화하기 위해서, CANopen에서 자

동-승인(Auto-Acknowledge) 프레임을 전송할 때를 제외하고, 그 전송 메시지 객체 n과 관련된 MnCTL 레지스터의 객체

가능 비트(OBJ_EN bit)는 설정되어야 한다. 이것은 이 전송준비된(ready-to-transmit) 메시지를 사전중재(pre-

arbitration) 프로세스에 관계하도록 한다. 이와 관련하여, 만약 하나 이상의 메시지가 전송될 준비가 되어 있다면(즉, 하나

이상의 전송 메시지 객체가 가능하다면), Tx 사전중재(Pre-Arbitration) 프로세스가 허가된(enabled) 전송 메시지 객체

가 전송을 위해 선택될 것인지를 판정하도록 실행될 것이다. GCTL 레지스터에서 Pre_Arb 비트를 셋팅 또는 제거에 의한

것 중에서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2 개의 Tx 사전중재(Pre-Arbitration) 수단이 있다.

완료된 메시지가 성공적으로 전송된 메시지 핸들러에 의해서 정해진 결정에 응답하여 Tx 메시지 완료 인터럽트가 발생된

다음, Tx 사전중재(Pre-Arbitration) 프로세스는 "리셋(reset)"이고, 다시 시작한다. 또한, 만약 "성공(winning)" 전송 메

시지 객체가 CAN 버스에서 결과적으로 중재를 상실한다면, Tx 사전중재 프로세스는 리셋되고 다시 시작한다. 만약 OBJ_

EN 비트가 설정된 전송 메시지 객체가 단지 하나일 뿐이라면, 선택되는 Tx 사전중재 수단을 고려하지 않고 선택될 것이

다.

일단 허가된(enabled) 전송 메시지 객체가 전송용으로 선택되었다면, DMA 엔진(38)은 그 전송 메시지 객체와 관련된 메

시지 버퍼로부터 전송 메시지 데이터 검색을 시작할 것이며, 검색된 전송 메시지 데이터를 전송용 CCB(42)로 전송을 시작

할 것이다. 동일한 DMA 엔진 및 어드레스 포인터 로직이 전송 메시지의 메시지 검색용으로 사용되는데, 전술한 바와 같

이, 수신 메시지의 메시지 저장용으로 사용된 것과 같다. 또한, 메시지 버퍼 위치 및 크기 정보는, 전술한 바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지정된다. 요약해서, 전송 메시지가 검색될 때, 그것은 DMA 엔진(38)에 의해서 CCB(42)로 연속적으로 기록된

다. 이 처리 동안, DMA 엔진(38)은 버스 요청을 유지할 것이다. 버스 액세스가 승인되면, DMA 엔진(38)은 어드레스 포인

터 로직에 의해서 지정된 현재의 메시지 버퍼에서의 위치로부터 전송 메시지 데이터를 연속적으로 판독할 것이다. 그리고,

DMA 엔진(38)은 검색된 전송 메시지 데이터를 CCB(42)로 연속적으로 기록할 것이다. 메시지를 전송용으로 준비할 동안,

전송(Tx) 로직은 적당한 MnMIDH, MnMIDL, 및 MnMSKH 레지스터로부터 직접 이 정보를 검색할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

애플리케이션은 지정된 메시지 버퍼 내부에 기록된 전송 메시지 데이터에 CAN ID 및 프레임 정보를 포함해서는 않된다.

XA-C3 마이크로콘트롤러는 하드웨어에서 단편화된 메시지의 전송을 처리하지 않는다. 단편화된 메시지의 각각의 CAN

프레임을 적당한 메시지 버퍼로 기록하고, 전송을 위해 관련된 전송 메시지 객체를 가능하게 하고, 그리고 그 단편화된 메

시지이 다음 CAN 프레임을 적당한 메시지 버퍼로 기록하기 전에 완료를 대기하는 것은 사용자의 책임이다. 따라서, 사용

자 애플리케이션은 모든 멀티프레임, 단편화된 전송 메시지가 성공적으로 전송될 때까지 한번에 하나씩 복합 CAN 프레임

을 전송해야 한다. 그러나, 객체 개수가 계속 증가하고, 그리고 CAN ID가 동일하게 구성된 복합 전송 메시지 객체를 사용

함으로써, 단편화된 전송 메시지의 일부 CAN 프레임은 대기한 다음 허가되고, 그런 다음 순서대로 전송된다.

메시지를 전송할 때 데이터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3 가지 가능한 방법이 있다.

1. 만약 Tx 메시지 완료 인터럽트가 전송 메시지용으로 허가된다면, 사용자 애플리케이션은 다음 전송 메시지를 그 Tx 메

시지 완료 인터럽트의 수신에 대한 지정된 전송 메시지 버퍼에 기록할 것이다. 일단 그 인터럽트 플래그가 설정되면, 대기

중인 전송 메시지는 이미 전송된 것으로 알려진다.

2. 관련된 전송 메시지 버퍼에 기록하기 전에 관련된 전송 메시지 객체의 MnCTL 레지스터의 OBJ_EN 비트가 제거될 때

까지 대기. 이것은 관련된 전송 메시지 객체의 MnCTL 레지스터의 OBJ_EN 비트를 폴링함으로써 실현된다.

3. 그 전송 메시지 객체가 여전히 Tx 사전중재에 있을 동안 관련된 전송 메시지 객체의 MnCTL 레지스터의 OBJ_EN 비트

를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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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최초 두 가지 경우에, 다음 전송 메시지가 전송되기 전에 대기중인 전송 메시지는 완전히 전송될 것이다. 위의 세번째

경우, 전송 메시지는 전송되지 않을 것이다. 대신에, 새로운 내용의 전송 메시지가 Tx 사전중재를 시작할 것이다.

전송되고 있는 메시지의 오염을 방지하는 추가적인 메카니즘이 있다. 특히, 만약 전송이 전송 메시지 객체를 위해 진행중

이라면, 사용자는 그 특정 전송 메시지 객체와 관련된 MnCTL 레지스터에 OBJ_EN 비트를 제거할 수 없다.

CAN/CAL 관련 인터럽트(CAN/CAL RELATED INTERRUPTS)

XA-C3 마이크로콘트롤러(20)의 CAN/CAL 모듈(77)은 다음의 5가지 다른 이벤트 인터럽트를 XA CPU 코어(22)로 발생

시키도록 현재 구성되어 있다.

1. Rx 메시지 완료(Rx Message Complete)

2. Tx 메시지 완료(Tx Message Complete)

3. Rx 버퍼 풀(Rx Buffer Full)

4. 메시지 오류(Message Error)

5. 프레임 오류(Frame Error)

단일-프레임 메시지에 대하여, "메시지 완료(Message Complete)" 조건은 단일 프레임의 말단에서 발생한다. 멀티프레임

(단편화된) 메시지에 대하여, "메시지 완료(Message Complete)" 조건은 마지막 프레임이 수신되고 저장된 후에 발생한

다. XA-C3 마이크로콘트롤러(20) 하드웨어는 전송 메시지에 대한 조각을 인식하거나 처리하지 않기 때문에, Tx 메시지

완료(Message Complete) 조건은 항상 각각의 성공적으로 전송된 프레임의 말단에서 발생될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메시지 완료(Message Complete) 조건이 인터럽트를 발생시켜야 하는지, 또는 단지 인터럽트를 발생

시키지 않고 (폴링을 위해서) "메시지 완료 상태 플래그(Message Complete Status Flag)"를 설정해야 하는지를 나타내

는 각각의 메시지 객체와 관련된 제어 비트가 있다. 이것은 각각의 메시지 객체 n과 관련된 MnCTL 레지스터에서의 INT_

EN 비트이다.

2개의 16 비트 MMR(40), MCPLH 및 MCPLL이 있으며, 모든 32 메시지 객체에 대한 메시지 완료 상태 플래그를 포함한

다. 메시지 완료(Tx 또는 Rx) 조건이 특정 메시지 객체에 대하여 감지되면, MCPLH 또는 MCPLL 레지스터에서 대응하는

비트가 설정될 것이다. 이것은 INT_EN 비트가 (관련된 MnCTL 레지스터에서) 그 특정 메시지 객체에 대해서 설정되는지,

또는 메시지 완료 상태 플래그가 이미 임의의 다른 메시지 객체용으로 설정되었는지에 무관하게 발생한다.

이들 32 메시지 완료 상태 플래그 뿐만 아니라, 각각 MMR(40) 지정된 CANINTFLG의 비트 [1] 및 [0]에 대응하는, Tx

메시지 완료 인터럽트 플래그 및 Rx 메시지 완료 인터럽트 플래그가 있으며, XA CPU 코어(22)로 실제 이벤트 인터럽트

요청을 발생시킬 것이다. 메시지 끝(End-of-Message) 조건이 발생할 때, 메시지 완료 상태 플래그가 설정되는 동시에,

만약 관련된 메시지 객체에 대해서 INT_EN = 1 이면, 그리고 인터럽트가 이미 설정 및 대기중이지 않으면, 적당한 Tx 또

는 Rx 메시지 완료 인터럽트 플립-플롭(flip-flop)이 설정된다.

인터럽트의 발생 및 관련된 레지스터에 관한 더 상세는 XA-C3 기능 사양(Functonal Specification) 및 XA-C3 CAN 전

송 레이어 제어기 사용자 매뉴얼에서 발견될 수 있으며, 둘 모두 모든 목적으로 여기에 완전히 포함된 특허명세서인, 계류

중인 가특허출원 제 60/154,022호의 일부이다.

본 발명(THE PRESENT INVENTION)

상기 "메시지 저장(Message Storage)"인 절에서 상술된 바와 같이, 승인 필터링(Acceptance Filtering)을 통과하는 각각

의 입력(수신된) CAN 프레임은 DMA 엔진(38)을 통해서, 특정 CAN 프레임이 일치된 것으로 발견되는 수신 메시지 객체

와 관련된 메시지 버퍼 내부로 자동 저장된다. 승인 필터링(Acceptance Filtering)을 통과하는 각각의 CAN 프레임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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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저장을 위해 사용된 특정 방법론은 "메시지 조합(Message Assembly)", "단편화되지 않은 메시지 조합(Non-

Fragmented Message Assembly)", 및 "단편화된 메시지 조합(Fragmented Message Assembly)" 제목의 절에서 상술

되었으며, 따라서 여기서는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

데이터 무결성 문제는 하드웨어가 입력 CAN 메시지를 필터링하고 메시지 버퍼 내부로 그 메시지를 저장할 때 발생한다.

어떤 점에서는, 소프트웨어가 이 메시지 버퍼를 판독해야 한다. 데이터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메시지 데이터가 메시

지 버퍼에 저장되지(기록되지) 않을 때 소프트웨어가 그 메시지 버퍼를 판독하고 있지 않는 것을 보장하도록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사이에 일종의 통신이 발생한다. 그렇지 않으면, 메시지 버퍼가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판독중일 때, 2가지 다른

메시지의 조각들로 구성된다(즉, 오염된다). XA-C3 마이크로콘트롤러(20)에서, 주어진 메시지 버퍼에 저장된 메시지 데

이터는 XA CPU 코어(22)(이후 간단하게 "프로세서 코어(processor core)"로 지칭됨)에서 동작하는 소프트웨어(애플리

케이션)에 의해서, 그리고 DMA 엔진(38)(이후 간단하게 "하드웨어"로 지칭됨)에 의해서 액세스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라서, DMA 엔진(38)에 의해서 갱신(기록)되고 있을 때 애플리케이션이 주어진 메시지 버퍼로부터 메시지 데

이터를 판독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하도록 XA-C3 마이크로콘트롤러(20)에서 기준은 구현되었다.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

하지 할 수 있기 전에 만약 Rx 메시지 완료(Message Complete) 인터럽트가 디세이블되었거나 또는 응답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인 원리는 다음과 같다.

즉, DMA 엔진(38)이 주어진 메시지 버퍼에 액세스하고 있을 때, 프로세서 코어(22)는 주어진 메시지 버퍼에 액세스를 시

도해서는 않된다. 하드웨어가 주어진 메시지 버퍼 내부로 메시지 데이터를 현재 기록하고 있고, DMA 엔진(38)이 주어진

메시지 버퍼 내부로 메시지 데이터를 기록하고 있는 것보다 더 빠르게 애플리케이션이 주어진 메시지 버퍼로부터 메시지

데이터를 판독하는 동안 만약 프로세서 코어(22)가 주어진 메시지 버퍼를 판독하기 시작한다면, 애플리케이션은 DMA 엔

진(38)을 앞설 것이며,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판독중인 메시지 데이터는 메시지 데이터 및 새로운 메시지 데이터의 혼합

이 되어, 결국 오염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프로세서 코어(22)가 주어진 메시지 버퍼에 액세스하는 동안, DMA 엔진(38)은 주어진 메시지 버퍼에 여전히 액세

스될 수 있지만, 프로세서 코어(22)는 이것을 감지할 수 있어야 하며 현재 액세스를 중지해야 한다. 프로세서 코어(22)가

주어진 메시지 버퍼로부터 메시지 데이터를 현재 판독 중일 때, 만약 DMA 엔진(38)이 주어진 메시지 버퍼 내부로 메시지

데이터를 기록하기 시작하고, 하드웨어가 주어진 메시지 버퍼로 메시지 데이터를 기록하는 속도가 애플리케이션이 주어진

메시지 버퍼로부터 메시지 데이터를 판독하는 속도보다 더 빠르다면, 판독중인 메시지 데이터는 다시 메시지 데이터 및 새

로운 메시지 데이터의 혼합이 되고, 결국 오염될 것이다.

특히, XA-C3 마이크로콘트롤러(20)에서 구현되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서, 3 가지-상태, 2-비트 세마포어

(또는, "세마포어 코드(semaphore code)")는 주어진 메시지 버퍼가 다음의 상태인지를 나타내는 신호로 사용된다.

1. 프로세서 코어(22) 판독 준비.

2. DMA 엔진(38)에 의한 액세스(따라서 프로세서 코어(22)는 판독할 준비가 되지 않는 상태).

3. 프로세서 코어(22)에 의한 판독.

특히, 세마포어는, 단편화되지 않은(단일-CAN-프레임) CAN 메시지를 위해 지정된 인에이블된 수신 메시지 객체

(Receive Message Object)와 관련된 수신 메시지 버퍼(Receive Message Buffer)의 첫번째 바이트인, Frame Info 바이

트의 비트 위치 [5] 및 [4]에 있는, 두 세마포어 비트, SEM1 및 SEM0에 의해서 인코딩된다.

본 발명에 따라서, 단편화되지 않은 CAN 메시지가 수신되는 동안, 그 CAN 메시지의 어떤 데이터 바이트가 적당한 메시지

버퍼 내부로 기록되기 이전에, DMA 엔진(38)은 세마포어의 "첫번째 상태(first state)"로 간주되는, 그 메시지 버퍼의 첫

번째 바이트(byte 0) 내부에 01h를 기록함으로써 시작된다. 일단 완전한 CAN 프레임이 그 메시지 버퍼에 저장되었다면,

DMA 엔진(38)은 비트 [5] 및 [4](세마포어 비트들)를 항상 '1'(세마포어의 "두번째 상태(second state)"로 간주됨)로 설

정하여, 그 프레임 정보(Frame Info)를 byte 0 내부에 기록한다.

애플리케이션이 그 메시지 버퍼로부터 메시지 데이터를 판독하려고 할 때, byte 0의 비트 위치 [5] 및 [4]에 저장된 3 가

지-상태 세마포어의 값 또는 상태에 근거하여, DMA 엔진(38)이 그 메시지 버퍼에 현재 액세스(예를 들면, 새로운 메시지

데이터를 기록)하고 있는지를 판정하기 위해 byte 0를 판독할 수 있다. 특히, 만약 byte 0가 01h를 포함한다면, 그 메시지

버퍼는 현재 갱신되고 있으며, 애플리케이션은 그 메시지 버퍼로부터 메시지 데이터를 계속 판독하여서는 않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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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리케이션이 그 메시지 버퍼로부터 메시지 데이터 판독을 시작할 때, 세마포어를 10b("세번째 상태(third state")로 설

정해야 한다. 애플리케이션이 그 메시지 버퍼로부터 메시지 데이터 판독을 완료한 후에, 애플리케이션은 세마포어를 다시

검사해야 한다. 만약 세마포어가 여전히 10b 값을 갖고 있다면(즉, 여전히 "세번째 상태"에 있다면), 모두가 양호하다. 즉,

판독 메시지 데이터이 무결성이 보장된다.

그러나, 만약 애플리케이션이 그 메시지 버퍼로부터 메시지 데이터 판독을 완료한 후에 세마포어의 값이 01b("첫번째 상

태") 또는 11b("두번째 상태")로 된다면, 그 메시지 버퍼는 DMA 엔진(38)에 의해서 현재 액세스되고 있거나, 또는 애플리

케이션이 그 메시지 버퍼로부터 메시지 데이터를 판독할 동안 그 메시지 버퍼가 이미 DMA 엔진(38)에 의해서 액세스되었

음을 의미한다. 두 경우, 애플리케이션은 세마포어 비트가 11b(세마포어의 "두번째 상태"에 대응)로 다시 될 때까지 대기

해야 하며, 그런 다음 그 메시지 버퍼로부터 메시지 데이터를 재판독해야 한다.

세마포어의 사용은 필수적이지는 않다. 그러나, 그것을 사용함으로써 데이터 일관성 및 무결성을 유지할 수 있다. 단편화

된 메시지와 함께 사용하기 위한 세마포어 비트는 제공되지 않는다. 단지 DeviceNet CAL 프로토콜에서 단편화된 메시지

의 경우, DMA 엔진(38)은 적당한 메시지 버퍼 내부로 입력인, 단편화된 메시지의 실제 데이터 바이트를 기록하기 전에

byte 0 내부에 00h를 기록할 것이다. CAL 메시지의 완료 후, 바이트 카운트(1에서 255까지)는 적당한 메시지 버퍼의

byte 0 내부에 기록될 것이다.

비록 본 발명이 특정의 바람직한 실시예/구현의 내용에서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지만, 당업자라면, 첨부한 특허 청구 범위

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다수의 변형, 수정, 및/또는 대안의 실시예/구현이 여전히 본 발명의 정신 및 범주에 속하는 것을

명백하게 이해할 것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표준 CAN 프레임이 포맷 및 확장된 CAN 프레임의 포맷을 도시한 도면.

도 2는 다른, 무관한 메시지의 CAN 데이터 프레임의 인터리빙을 도시한 도면.

도 3은 XA-C3 마이크로콘트롤러의 하이-레벨, 기능 블럭도.

도 4는 XA-C3 마이크로콘트롤러에 의해서 제공되는 모든 MMRs(Memory Mapped Registers)의 목록을 나열한 테이블.

도 5는 XA-C3 마이크로콘트롤러의 전체 데이터 메모리 공간의 맵핑을 도시한 도면.

도 6은 XA-C3 마이크로콘트롤러의 전체 데이터 메모리 공간 내부에 포함된 MMR 공간을 도시한 도면.

도 7은 오프-칩(off-chip) 데이터 메모리 내부로 맵핑된 객체 n 메시지를 갖는, XA-C3 마이크로콘트롤러의 온-칩 XRAM

의 기본 어드레스의 구성을 도시한 도면.

도 8은 온-칩 XRAM 내부로 맵핑된 객체 n 메시지를 갖는, XA-C3 마이크로콘트롤러의 온-칩 XRAM의 기본 어드레스의

구성을 도시한 도면.

도 9는 표준 CAN 프레임을 위한 스크리너(Screener) ID 필드를 도시한 도면.

도 10은 확장된 CAN 프레임을 위한 스크리너(Screener) ID 필드를 도시한 도면.

도 11은 단편화된 CAL 메시지를 위한 메시지 저장 포맷을 도시한 도면.

도 12는 단편화된 CAN 메시지를 위한 메시지 저장 포맷을 도시한 도면.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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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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