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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여기에 개시된 인터럽트 컨트롤러 및 그것의 인터럽트 처리 방법은, 인터럽트가 발생하면 하드웨어적으로 인터럽트 근
원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고 이에 대응되는 분기 명령어를 생성하여 이를 CPU로 입력한다. 그 결과, CPU는 일반적인 
CPU 명령어 대신 입력된 상기 분기 명령어에 의해서 인터럽트 처리 루틴이 있는 곳까지 직접 분기하여 인터럽트를 처
리한다. 따라서, 본 발명에 의한 인터럽트 컨트롤러 및 그것의 인터럽트 처리 방법은 벡터드 인터럽트 방식을 지원하지 
않는 축소 명령 세트 컴퓨터(RISC)들의 인터럽트 처리 시간을 벡터드 인터럽트 방식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
    

대표도
도 3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의 축소 명령 세트 컴퓨터(RISC)들의 인터럽트 처리 과정을 간략하게 보여주기 위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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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는 본 발명에 의한 축소 명령 세트 컴퓨터(RISC)들의 인터럽트 처리 과정을 간략하게 보여주기 위한 도면;

도 3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의한 인터럽트 컨트롤러의 구성을 간략하게 보여주기 위한 도면;

도 4는 도 3에 도시된 제 1 우선 순위 결정 로직의 구성을 보여주기 위한 도면;

도 5는 도 3에 도시된 벡터 발생 유닛의 구성을 보여주기 위한 도면;

도 6은 도 3에 도시된 명령어 발생 유닛의 구성을 보여주기 위한 도면;

도 7은 도 3에 도시된 명령어 발생 유닛에서 발생되는 명령어들을 보여주기 위한 도면; 그리고

도 8은 본 발명에 의한 인터럽트 컨트롤러의 인터럽트 처리 수순을 보여주기 위한 흐름도.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 CPU 10 : MASK 레지스터

20 : 모드 레지스터 30 : 펜딩 레지스터

40 : 제 1 우선 순위 결정 로직 50 : 제 2 우선 순위 결정 로직

60 : 인 서비스 레지스터 70 : 벡터 발생 유닛

80 : 명령어 발생 유닛 90 : 제어 로직

100 : 인터럽트 컨트롤러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CPU의 인터럽트 컨트롤러에 관한 것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는 벡터드 인터럽트를 지원하지 않는 CPU의 인
터럽트 처리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인터럽트 컨트롤러 및 그것의 인터럽트 처리 방법에 관한 것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8088, 8086, 80186, 80286, i386 TM 및 i486TM (이하 Intel 프로세서라 칭함)와 같이 Intel사에
서 생산된 마이크로프로세서들 (microprocessors)을 사용하는 컴퓨터들은 Intel 8259 프로그래머블 인터럽트 컨트
롤러(programmable interrupt controller ; PIC) 등과 같은 인터럽트 컨트롤러들을 가진다. 상기 Intel 8259 프로그
래머블 인터럽트 컨트롤러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1988년 10월 Intel 사에서 출판된 'Microprocessor and Peripher
al Handbook'의 3-171쪽에 개시되어 있다. 그리고 그 밖의 프로그래머블 인터럽트 컨트롤러들은, 예를 들면 1996년 
1월 Tayakumar 등에 의해 취득된 U.S.Pat. No. 5,481,725의 'METHOD FOR PROVIDING PROGRAMMABLE IN
TERRUPTS FOR EMBEDDED HARDWARE USED WITH PROGRAMMABLE INTERRUPT CONTROLLERS'와 1
997년 2월 Erramoun 등에 의해 취득된 U.S.Pat. No. 5,703,035의 'PROGRAMMABLE INTERRUPT CONTROLL
ER, INTERRUPT SYSTEM AND INTERRUPT CONTROL PROCESS' 등에 개시되어 있다.

    
이러한 인터럽트 컨트롤러는, 다양한 하드웨어 장치들에 연결된 프로세서로 인터럽트 신호들을 발생한다. 인터럽트가 
발생한 이후 그 인터럽트의 원인이 되는 인터럽트 근원(interrupt source)에 대한 서비스(service)를 수행하기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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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과정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구분된다. 그 첫 번째 방식은, CPU(central processing unit)가 서비스해야 할 위
치를 인지할 수 있도록 인터럽트 컨트롤러가 각 인터럽트 근원별 고유 번호인 벡터를 CPU에게 알려주는 방식이다. 이 
경우, CPU는 인터럽트 컨트롤러에서 제공되는 인터럽트 근원별 벡터를 이용하여 서비스 루틴(service routine)이 있
는 곳까지 곧바로 점프하여 서비스를 수행한다. 이를 벡터드 인터럽트(vectored interrupt) 방식이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방식은 인터럽트 컨트롤러가 인터럽트 사실만 CPU에게 알려주고, 나머지 동작은 소프트웨어(software)로 판단
하여 점프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을 넌-벡터드 인터럽트(non-vectored interrupt) 방식이라 한다. 이 경우, 
인터럽트가 발생한 후 그 인터럽트의 근원을 찾아 서비스 루틴까지 점프하는데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는 성능을 저
하시키는 주원인이 된다.
    

특히,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벡터드 인터럽트 방식을 지원하지 않는 CPU인 ARM Ltd.의 ARM CPU 시리즈들을 포
함하는 축소 명령 세트 컴퓨터(reduced instruction set computer ; RISC)들에 있어서, 인터럽트가 발생되었을 때의 
인터럽트 처리 과정은 다음과 같다.

    
도 1은 종래의 축소 명령 세트 컴퓨터(RISC)들의 인터럽트 처리 과정을 간략하게 보여주기 위한 도면이다. 도 1을 참
조하면, 인터럽트 컨트롤러(2)로부터 CPU(1)로 인터럽트 신호(INT)가 발생되면, CPU(1)는 인터럽트 사실을 인지하
고 화살표 ①과 같이 예외 벡터 테이블(exception vector table)로 점프한다. 이 예외 벡터 테이블에는 'B ISR_0'과 
같은 분기 명령어(branch instruction)가 들어 있으며, 이 분기 명령에 의해 화살표 ②와 같이 인터럽트를 처리하는 루
틴인 'ISR_0'으로 옮겨가게 된다. 이 루틴에서는 인터럽트를 발생시킨 근원을 찾기 위해 인터럽트 컨트롤러(2)에 접근
하여 인터럽트 방생 상태를 파악한다. 이 때, 다수 개의 인터럽트 발생 근원들(is0, is1, …, isn) 중 인터럽트를 발생시
킨 하나의 인터럽트 근원만을 선택하기 위해 소프트웨어(software) 또는 하드웨어(hardware)적으로 우선 순위를 결
정하고 화살표 ③과 같이 해당 루틴인 'Service 1'이 있는 곳으로 분기하게 된다.
    

따라서, 벡터드 인터럽트 방식을 지원하지 않는 축소 명령 세트 컴퓨터(RISC)들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는 긴 
인터럽트 처리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인터럽트 컨트롤러 및 그것의 인터럽트 처리 방법이 요구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상술한 제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벡터드 인터럽트 방식을 지원하지 않는 
축소 명령 세트 컴퓨터(RISC)들의 인터럽트 처리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인터럽트 컨트롤러 및 그것의 인터럽트 처리 방
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술한 바와 같은 본 발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특징에 의하면, 유사 벡터 방식의 인터럽트 컨트롤러는 다
수 개의 인터럽트를 각 근원별로 차단 또는 허용하기 위한 MASK 레지스터, 인터럽트 모드를 선택하기 위한 모드 레지
스터, 각 근원별 인터럽트 요구 상황을 저장하기 위한 펜딩 레지스터, 상기 각 근원별 인터럽트 요구 상황에 따른 우선 
순위를 결정하여 이에 대응되는 인덱스들과 인터럽트 신호를 발생하기 위한 우선 순위 결정 수단, 상기 인덱스들에 응
답해서 최종 인터럽트 근원에 대응되는 벡터를 발생하기 위한 벡터 발생 유닛, 상기 벡터를 최종 인터럽트 근원으로 저
장하기 위한 인 서비스 레지스터, 상기 벡터에 응답해서 분기 명령어를 생성하고 생성된 상기 분기 명령어와 일반적인 
CPU 명령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CPU로 출력하기 위한 명령어 발생 유닛, 그리고 상기 MASK 레지스터, 상기 모드 
레지스터, 상기 펜딩 레지스터, 상기 우선 순위 수단, 그리고 상기 인 서비스 레지스터들의 동작을 제어하기 위한 제어
로직을 포함한다.
    

    
상술한 바와 같은 본 발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다른 하나의 특징에 의하면, 벡터드 인터럽트 방식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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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는 축소 명령 세트 컴퓨터(RISC)들의 인터럽트 방법은, 하드웨어 장치로부터 인터럽트가 발생되었는지 여부를 
판별하는 단계, 판별 결과 인터럽트가 발생되었으면 우선 순위 결정에 의해 최종 인터럽트 근원을 결정하는 단계, 상기 
최종 인터럽트 근원에 대응되는 분기 명령어를 발생하는 단계, CPU로 인터럽트 신호를 발생하는 단계, 상기 인터럽트 
신호에 응답해서 일반적인 CPU 명령어 대신 상기 분기 명령어를 상기 CPU로 입력하는 단계, 그리고 상기 CPU가 상기 
분기 명령어에 응답해서 인터럽트 처리 루틴으로 직접 분기하여 상기 인터럽트를 처리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실시예)

이하 본 발명에 따른 실시예를 첨부된 도면 도 2 내지 도 8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본 발명의 신규한 유사 벡터 방식의 인터럽트 컨트롤러 및 그것의 인터럽트 처리 방법은, 인터럽트가 발생하면 하드웨
어적으로 인터럽트 근원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고 이에 대응되는 분기 명령어를 생성하여 이를 CPU로 입력한다. CPU는 
상기 분기 명령어에 응답해서 인터럽트 처리 루틴이 있는 곳까지 직접 분기하여 인터럽트를 처리한다. 그 결과, 벡터드 
인터럽트 방식을 지원하지 않는 축소 명령 세트 컴퓨터(RISC)들의 인터럽트 처리 시간을 벡터드 인터럽트 방식 수준으
로 줄일 수 있다.
    

    
도 2는 본 발명에 의한 축소 명령 세트 컴퓨터(RISC)들의 인터럽트 처리 과정을 간략하게 보여주기 위한 도면이다. 도 
2를 참조하면, 본 발명에 의한 인터럽트 컨트롤러(100)는 IRQ(Interrupt ReQuest) 인터럽트 신호(INT1)와 FIQ(F
ast Interrupt reQuest) 인터럽트 신호(INT2)를 발생한다. 상기 인터럽트 컨트롤러(100)에서 CPU(1)로 인터럽트 
신호(INT1, INT2)가 발생되면, CPU(1)는 인터럽트 사실을 인지하고 화살표 ①과 같이 예외 벡터 테이블(exceptio
n vector table)로 점프한다. 이 예외 벡터 테이블에는 'B ISR_0'과 같은 CPU 명령(CPU Instruction)이 들어 있다. 
그러나, 도면에 도시된 바와 같이 CPU 명령어(CPU Instruction)의 독출 동작은 CPU(1)가 아닌 인터럽트 컨트롤러(
100)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이 CPU 명령어(CPU Instruction) 대신 인터럽트 컨트롤러(100)에서 발생된 명령어(In
struction)가 CPU(1)로 입력된다. 그 결과, CPU(1)는 상기 명령어 'B ISR_0'을 무시하고 상기 인터럽트 발생기(10
0)에서 CPU(1)로 발생된 명령어(Instruction)인 'B Service 1'에 의해 화살표 ②와 같이 'Service 1' 루틴이 있는 곳
으로 직접 분기한다.
    

이와 같은 과정에 의하면 본 발명에 의한 인터럽트 컨트롤러(100)는, 인터럽트를 발생시킨 근원을 찾기 위해 우선 순
위를 결정하고 찾아낸 인터럽트 근원에 따른 해당 루틴인 'Service 1'이 있는 곳으로 분기하게 되는 과정들을 줄일 수 
있어 인터럽트 처리 시간을 마치 벡터드 인터럽트 방식과 같은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

    
도 3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의한 인터럽트 컨트롤러(100)의 구성을 간략하게 보여주기 위한 도면이다. 도 3
을 참조하면, 본 발명에 의한 인터럽트 컨트롤러(100)는 MASK 레지스터(MASK register ; 10), 모드 레지스터(mo
de register ; 20), 펜딩 레지스터(pending register ; 30), 제 1 우선 순위 결정 로직(first priority conclusion lo
gic ; 40), 제 2 우선 순위 결정 로직(second priority conclusion logic ; 50), 인 서비스 레지스터(in service reg
ister ; 60), 벡터 발생 유닛(vector generating unit ; 70), 명령어 발생 유닛(instruction generating unit ; 80), 
그리고 제어 로직(control logic ; 90)을 포함한다.
    

MASK 레지스터(10)는 인터럽트의 각 근원별 차단 또는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레지스터이며, 이러한 인터럽트의 차단 
또는 허용 여부는 사용자에 의해 결정된다. 모드 레지스터(20)는, 예를 들면 IRQ 모드와 FIQ 모드처럼 인터럽트 모드
(interrupt mode)가 두 가지 이상일 때 해당 모드에 대한 선택 결정권을 가지는 레지스터이다. 그리고, 펜딩 레지스터
(30)는 인터럽트 상황을 저장하는 레지스터로서 인터럽트의 각 근원별 요구 상황을 저장하는데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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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딩 레지스터(30)에는 제 1 우선 순위 결정 로직(40)과 제 2 우선 순위 결정 로직(50)이 병렬로 연결되는데, 상기 
제 1 우선 순위 결정 로직(40)은, 다수 개의 인터럽트 근원들 중 하드웨어적인 우선 순위를 결정하여 IRQ 벡터(Vect
or_I)를 발생시키기 위한 인덱스들과 IRQ 인터럽트 신호(INT1)를 발생한다. 그리고 제 2 우선 순위 결정 로직(50)은, 
하드웨어적인 우선 순위를 결정하여 FIQ 벡터(Vector_F)를 발생시키기 위한 인덱스들과 FIQ 인터럽트 신호(INT2)
를 발생한다. 상기 제 1 및 제 2 우선 순위 결정 로직들(40, 50)로부터 발생된 인덱스들(Index_A_I, Index_B_I, …, 
Index_C_F, Index_D_F, Index_M_F)은 모두 IRQ 및 FIQ 벡터들(Vector_I, Vector_F)을 발생시키기 위해 벡터 발
생 유닛(70)으로 입력되고, 상기 제 1 및 제 2 우선 순위 결정 로직들(40, 50)로부터 발생된 인터럽트 신호들(INT1, 
INT2)들은 모두 CPU(1)로 입력된다. 상기 제 1 및 제 2 우선 순위 결정 로직들(40, 50)은 라운드 로빈 중재기들(R
ound Robin Arbiters)에 의한 우선 순위 결정 방식을 지원하는데, 이 우선 순위는 사용자가 결정할 수 있으며 언제든
지 변경할 수 있다.
    

벡터 발생 유닛(70)은 상기 제 1 및 제 2 우선 순위 결정 로직들(40, 50)로부터 발생된 인덱스들(Index_A_I, Index
_B_I, …, Index_C_F, Index_D_F, Index_M_F)에 응답해서 IRQ 벡터(Vector_I)와 FIQ 벡터(Vector_F)를 발생한
다. 상기 벡터들(Vector_I, Vector_F)은 인 서비스 레지스터(60)와 명령어 발생 유닛(80)으로 각각 입력된다.

    
인 서비스 레지스터(60)는 상기 벡터들(Vector_I, Vector_F)을 최종 결정된 근원에 대한 정보로서 저장하는데, 여기
에는 여러 개의 인터럽트 근원 중 오직 하나의 근원만 선택되어 저장된다. 그리고, 명령어 발생 유닛(80)은, 상기 벡터 
발생 유닛(70)에서 발생되는 IRQ 벡터(Vector_I)와 FIQ 벡터(Vector_F)에 응답해서, 인터럽트가 발생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일반적인 CPU 명령(CPU Instruction)을 선택하여 CPU(1)로 출력하고, 인터럽트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상기 벡터들(Vector_I, Vector_F)을 분기 명령어(Instruction)로 변환하여 출력한다. 그 결과, CPU(1)는 인터럽트
가 발생되었을 때 상기 분기 명령어에 의해 직접 분기하여 인터럽트를 처리할 수 있다. 상기 명령어 발생 유닛(80)의 
출력은 CPU에서 발생되는 다수 개의 제어 신호들(CPU_nM, CPU_A, CPU_OPC, CPU_NIRQ, CPU_NFIQ)과, 인터럽
트 상황을 알리는 신호(Vector_Mode)에 의해서 선택된다. 그리고, 제어 로직(90)은 본 발명에 의한 인터럽트 컨트롤
러(100) 전체의 동작을 제어하는데 사용된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한 인터럽트 컨트롤러(100)는 하드웨어적으로 발생되는 우선 순위에 따른 서비
스(service)가 결정되면, 이 우선 순위에 따른 해당 근원에 대한 벡터들(Vector_I, Vector_F)을 분기 명령어(Instru
ction)로 바꾸어 CPU(1)로 제공한다. 그 결과, CPU(1)는 상기 분기 명령어에 의해 곧바로 해당 루틴으로 분기할 수 
있다. 상기 벡터들(Vector_I, Vector_F)을 발생하기 위한 인덱스들을 발생하는 제 1 및 제 2 우선 순위 결정 로직들
(40, 50)의 보다 상세한 구성 및 동작은 다음과 같다.
    

    
도 4는 도 3에 도시된 제 1 우선 순위 결정 로직(40)의 구성을 보여주기 위한 도면이다. 도 4를 참조하면, 인터럽트 근
원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여 그 결과로서 IRQ 벡터(Vector_I)를 구성하기 위한 인덱스들을 발생하기 위한 제 1 우선 
순위 결정 로직(40)은, 각각 6개의 인터럽트 근원들(is0-is5, is6-is11, …, is17-is23)을 입력 신호로 받아들이는 
제 1 내지 제 4 라운드 로빈 중재기들(Round Robin Arbiters ; 41-44)과, 제 1 내지 제 4 라운드 로빈 중재기들(41
-44)의 출력신호들과 2개의 인터럽트 근원들(is24, is25)을 6개의 인터럽트 근원들(IS1-IS6)로서 받아들이는 제 
5 라운드 로빈 중재기(45)를 포함한다. 여기서, 상기 제 1 내지 제 4 라운드 로빈 중재기들(41-44)과 상기 제 5 라운
드 로빈 중재기(45)는 캐스케이드(cascade) 방식으로 연결된다.
    

각각의 제 1 내지 제 4 라운드 로빈 중재기들(41-44)은, 입력되는 인터럽트 근원들에 대한 우선 순위를 결정한 후, 결
정된 우선 순위에 대응되는 인터럽트 근원들에 대한 인덱스(Index_A_I, Index_B_I, Index_C_I, Index_D_I)들을 제 
5 라운드 로빈 중재기(45)와 벡터 발생 유닛(70)으로 출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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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 5 라운드 로빈 중재기(45)는, 상기 제 1 내지 제 4 라운드 로빈 중재기들(41-44)로부터 발생된 인덱스(Ind
ex_A_I, Index_B_I, Index_C_I, Index_D_I)들을 제 1 내지 제 4 인터럽트 근원(IS1-IS4)들로서 받아들이고, 라운
드 로빈 중재기를 거치지 않은 제 5 및 제 6 인터럽트 근원(IS5, IS6)들을 입력 신호로서 받아들인다. 여기서, 제 5 및 
제 6 인터럽트 근원(IS5, IS6)들은 여분의 입력이며, 실제적인 제 5 라운드 로빈 중재기(45)의 우선 순위 결정은 상기 
제 1 내지 제 4 인터럽트 근원(IS1-IS4)들 가운데에서 이루어진다. 즉, 제 5 라운드 로빈 중재기(45)는 상기 제 1 내
지 제 4 라운드 로빈 중재기들(41-44)에 의해 우선 순위가 결정된 인터럽트 근원들(IS1-IS4) 중에서 한 번 더 우선 
순위를 결정한 후, 최종적인 우선 순위의 결정에 의해 선택된 인터럽트 근원의 인덱스(Index_M_I)를 벡터 발생 유닛
(70)으로 출력하고, IRQ 인터럽트 신호(INT1)를 인 서비스 레지스터(60)로 발생한다. 여기서 상기 인덱스(Index_M
_I)는 최종 결정된 근원의 고유 번호를 나타내기 위한 마스터 ID(Master ID)로 사용된다.
    

이상에서, 제 1 우선 순위 결정 로직(40)에 대한 구성 및 동작에 대해 설명하였지만, 이는 제 2 우선 순위 결정 로직(
50)과 비교할 때, 발생되는 벡터와 인덱스들 및 인터럽트 신호가 IRQ용으로 사용되는지 또는 FIQ용으로 사용되는지 
여부만 다를 뿐, 각 로직의 구성 및 동작은 서로 일치한다. 따라서, 중복되는 설명을 피하기 위해 제 2 우선 순위 결정 
로직(50)에 대한 설명은 생략한다.

    
도 5는 도 3에 도시된 벡터 발생 유닛(70)의 구성을 보여주기 위한 도면이다. 도 5를 참조하면, 벡터 발생 유닛(70)은 
상기 제 1 우선 순위 결정 로직(40)으로부터 발생된 인덱스(Index_A_I, Index_B_I, Index_C_I, Index_D_I)들 중 
어느 하나를 슬레이브 ID로 출력하기 위한 제 1 멀티플렉서(71)와 상기 제 2 우선 순위 결정 로직(50)으로부터 발생
된 인덱스(Index_A_F, Index_B_F, Index_C_F, Index_D_F)들 중 어느 하나를 슬레이브 ID로 출력하기 위한 제 2 
멀티플렉서(72)를 포함한다.
    

상기 벡터 발생 유닛(70)은, 제 1 멀티플렉서(71)로부터 출력되는 슬레이브 ID와 상기 제 1 우선 순위 결정 로직(40)
으로부터 발생되는 마스터 ID를 조합하여 생성된 IRQ 벡터(Vector_I)를 명령어 발생 유닛(80)으로 발생한다. 상기 
제 1 멀티플렉서(71)의 출력을 제어하기 위한 선택 신호는, 상기 제 1 우선 순위 결정 로직(40)에서 최종 우선 순위가 
결정될 때 해당 인터럽트 근원이 최종적으로 선택되었음을 알리기 위한 제 1 선택 확인 신호(nAK_ISLV)를 사용한다.

    
그리고 상기 벡터 발생 유닛(70)은, 제 2 멀티플렉서(72)로부터 출력되는 슬레이브 ID와 상기 제 2 우선 순위 결정 로
직(50)으로부터 발생되는 마스터 ID를 조합한 후 '1'을 감산하여 얻어진 FIQ 벡터(Vector_F)를 명령어 발생 유닛(8
0)으로 발생한다. 상기 제 2 멀티플렉서(72)의 출력을 제어하기 위한 선택 신호는, 상기 제 2 우선 순위 결정 로직(5
0)에서 최종 우선 순위가 결정될 때 해당 인터럽트 근원이 최종적으로 선택되었음을 알리기 위한 제 2 선택 확인 신호
(nAK_FSLV)를 사용한다. 여기서, FIQ 벡터(Vector_F)는 IRQ 벡터(Vector_I)에 비해 '1'만큼 적은 값을 가지는데, 
이는 축소 명령어 세트 컴퓨터(RISC)가 가지고 있는 분기 명령의 특성에 기인한 것이다.
    

도 6은 도 3에 도시된 명령어 발생 유닛(80)의 구성을 보여주기 위한 도면이다. 도 6을 참조하면 명령어 발생 유닛(8
0)은, 상기 벡터 발생 유닛(70)으로부터 발생된 IRQ 벡터(Vector_I)와 FIQ 벡터(Vector_F)에 축소 명령어 세트 컴
퓨터(RISC)용 명령어인 'EA'(도 7 참조) 등에 해당되는 '26'h3a80000' 또는 '26'h3abffff'를 결합시켜 각각 IRQ 명
령어와 FIQ 명령어를 형성한다.

    
그리고, 상기 명령어 발생 유닛(80)은 상기와 같이 발생된 IRQ, FIQ 명령어와 일반적인 CPU 명령어(CPU Instructi
on) 중 어느 하나를 선택적으로 출력한다. 이를 위해 상기 명령어 발생 유닛(80)은, 명령어를 선택하여 출력하기 위한 
멀티플렉서(81)와, 상기 멀티플렉서(81)의 출력을 선택하기 위한 선택 신호를 발생하는 CPU 인터럽트 상태 검출 로
직(82)을 포함한다. CPU 인터럽트 상태 검출 로직(82)은 CPU에서 발생되는 다수 개의 제어 신호들(CPU_nM, CPU
_A, CPU_OPC, CPU_NIRQ, CPU_NFIQ)과 인터럽트 상황을 알리는 신호(Vector_Mode)에 응답해서 CPU(1)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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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럽트 상태를 검출하여 상기 멀티플렉서(81)의 출력을 선택하기 위한 선택 신호를 발생한다.
    

도 7은 도 6에 도시된 명령어 발생 유닛(80)에서 발생되어는 명령어들을 보여주기 위한 도면이다. 도 7을 참조하면, 
본 발명에 의한 인터럽트 컨트롤러(100)의 명령어 발생 유닛(80)은, IRQ(Interrupt ReQuest) 명령어와 FIQ(fast 
Interrupt reQuest) 명령어들을 발생한다.

    
도 7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한 인터럽트 컨트롤러(100)는 '00'에서부터 '25' 까지의 일련 번호를 가지는 총 
26개의 인터럽트 근원들을 입력으로 받아들인다. 이들 인터럽트 근원들 가운데 어느 하나가 상기 제 1 우선 순위 결정 
로직(40)에 의해 결정되면, 이에 상응하는 마스터 ID와 슬레이브 ID의 조합에 의해 벡터(Vector_I, VEctor_F)가 발
생된다. 예를 들어, 상기 제 1 우선 순위 결정 로직(40)에 의해서 인터럽트 근원 '05'가 최종적으로 선택되면, 이에 대
응되는 마스터 ID '000'과 슬레이브 ID '101'의 조합에 의해서, IRQ 벡터(Vector_I)는 '000101'과 같은 형태로 발생
되고 FIQ 벡터(Vector_F)는 '000100'과 같은 형태로 발생된다. 이와 같이 벡터 발생 유닛(70)에 의해서 발생된 IRQ 
벡터(Vector_I)와 FIQ 벡터(Vector_F)는 명령어 발생 유닛(80)으로 입력되어 IRQ 명령어 'EA000005'와 FIQ 명령
어 'EA000004'로 변환된다. 여기서, 도 7에 표시된 명령어들은 ARM Ltd.의 ARM7TDMI CPU의 경우를 예를 들어 
설명한 것으로서, 축소 명령 세트 컴퓨터(RISC)들의 CPU라면 어느 모델이든지 이와 비슷한 형태를 갖는다.
    

도 7에 도시된 바와 같이, ARM7TDMI CPU의 경우, 인터럽트 모드는 IRQ 모드와 FIQ 모드를 가진다. 이 두 가지 모
드를 모두 본 발명에 적용할 경우, FIQ 명령어는 IRQ 명령어에서 1만큼을 뺀 것과 같다. 이는 ARM7TDMI CPU의 명
령 크기와 분기 명령 자체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서, CPU의 종류에 따라 마스터 ID와 슬레이브 ID, 벡터 발생 유닛(
70), 그리고 명령어 발생 유닛(80)의 구성이 다소 달라질 수 있다.

    
도 8은 본 발명에 의한 인터럽트 컨트롤러의 인터럽트 처리 수순을 보여주기 위한 흐름도 이다. 도 8을 참조하면, 단계 
S10에서 인터럽트 컨트롤러(100)는 하드웨어 장치로부터 인터럽트가 발생되었는지 여부를 판별한다. 판별 결과, 인터
럽트가 발생되었으면 수순은 단계 S12로 진행한다. 일단 인터럽트가 발생되면, 인터럽트 근원들은 MASK 레지스터(1
0), 모드 레지스터(20) 및 펜딩 레지스터(30)를 거쳐 제 1 및 제 2 우선 순위 결정 로직(40, 50)으로 입력된다. 단계 
S12에서는, 상기 제 1 및 제 2 우선 순위 결정 로직들(40, 50)에 입력된 다수 개의 인터럽트 근원들 중 하나의 인터럽
트 근원이 최종적으로 선택되고, 이에 대응되는 벡터(Vector_I, Vector_F)가 벡터 발생 유닛(70)을 통해 발생된다.
    

    
이어서 단계 S14에서는 상기 벡터(Vector_I, Vector_F)에 대응되는 분기 명령어로서 IRQ 명령어와 FIQ 명령어가 명
령어 발생 유닛(80)을 통해 발생된다. 그리고 단계 S16에서는 인터럽트 신호(INT1, INT2)가 CPU(1)로 발생된다. 
CPU(1)는 이 인터럽트 신호(INT1, INT2)에 응답해서 인터럽트를 인지하게 된다. 단계 S18에서는 상기 명령어 발생 
유닛(80)에서 발생된 분기 명령어(즉, IRQ 명령어, FIQ 명령어)가 일반적인 CPU 명령어 대신 CPU(1)로 입력된다. 
이어서 단계 S20에서 CPU(1)는 별도의 하드웨어의 분석 없이 상기 분기 명령에 의해 직접 인터럽트 처리 루틴으로 분
기하여 인터럽트를 처리한다.
    

따라서, 본 발명에 의한 인터럽트 컨트롤러(100)의 하드웨어적인 인터럽트 근원의 우선 순위 결정 및 분기 명령어 생
성에 의해서, 벡터드 인터럽트 방식을 지원하지 않는 축소 명령 세트 컴퓨터(RISC)들의 인터럽트 처리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이상에서, 본 발명에 따른 회로의 구성 및 동작을 상기한 설명 및 도면에 따라 도시하였지만 이는 예를 들어 설명한 것
에 불과하며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변화 및 변경이 가능함은 물론이다.

    발명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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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은 본 발명에 의한 인터럽트 컨트롤러에 의해서, 벡터드 인터럽트 방식을 지원하지 않는 축소 명령 세트 컴퓨
터(RISC)들의 인터럽트 처리 시간이 줄어든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인터럽트 컨트롤러에 있어서:

다수 개의 인터럽트를 각 근원별로 차단 또는 허용하기 위한 MASK 레지스터와;

상기 MASK 레지스터에 연결되어, 인터럽트 모드를 선택하기 위한 모드 레지스터와;

상기 모드 레지스터에 연결되어, 각 근원별 인터럽트 요구 상황을 저장하기 위한 펜딩 레지스터와;

상기 펜딩 레지스터로부터 제공되는 상기 각 근원별 인터럽트 요구 상황에 따른 우선 순위를 결정하여 이에 대응되는 
인덱스들과 인터럽트 신호를 발생하기 위한 우선 순위 결정 수단과;

상기 우선 순위 결정 수단으로부터 발생된 상기 인덱스들에 응답해서 최종 인터럽트 근원에 대응되는 벡터를 발생하기 
위한 벡터 발생 유닛과;

상기 벡터 발생 유닛으로부터 발생된 벡터를 최종 인터럽트 근원으로 저장하기 위한 인 서비스 레지스터와;

상기 벡터 발생 유닛으로부터 발생된 벡터에 응답해서 분기 명령어를 생성하고 생성된 상기 분기 명령어와 일반적인 C
PU 명령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CPU로 출력하기 위한 명령어 발생 유닛; 그리고

상기 MASK 레지스터, 상기 모드 레지스터, 상기 펜딩 레지스터, 상기 우선 순위 수단, 그리고 상기 인 서비스 레지스
터들의 동작을 제어하기 위한 제어로직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사 벡터 방식의 인터럽트 컨트롤러.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우선 순위 결정 수단은,

상기 각 근원별 인터럽트 요구 상황에 따른 인터럽트 근원들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여 이에 대응되는 인덱스들과 인터럽
트 신호를 발생하기 위한 다수 개의 제 1 라운드 로빈 중재기들과 하나의 제 2 라운드 로빈 중재기를 포함하며,

상기 제 2 라운드 로빈 중재기는 상기 제 1 라운드 로빈 중재기들과 캐스케이드로 연결되어, 상기 제 1 라운드 로빈 중
재기들로부터 결정된 상기 인터럽트 근원들의 우선 순위들에 응답해서 최종적인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사 벡터 방식의 인터럽트 컨트롤러.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벡터 발생 유닛은,

상기 제 2 라운드 로빈 중재기에서 결정된 상기 최종 우선 순위에 대응되는 인덱스와, 상기 제 1 라운드 로빈 중재기에
서 발생되는 인덱스들 중 상기 최종적인 우선 순위에 대응되는 인덱스를 조합하여 상기 벡터를 발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사 벡터 방식의 인터럽트 컨트롤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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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벡터 발생 유닛은,

IRQ 벡터와 FIQ 벡터를 발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사 벡터 방식의 인터럽트 컨트롤러.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명령어 발생 유닛은,

상기 벡터 발생 유닛으로부터 입력된 IRQ 벡터와 FIQ 벡터에 응답해서 IRQ 명령어와 FIQ 명령어를 상기 분기 명령어
로서 발생하기 위한 명령어 발생 수단과;

상기 분기 명령어와 상기 일반적인 CPU 명령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CPU로 출력하기 위한 멀티플렉서; 그리고

상기 CPU로부터 입력되는 다수 개의 제어 신호에 응답해서 상기 CPU의 인터럽트 상태를 검출하여 검출된 결과를 상
기 멀티플렉서의 출력을 선택하기 위한 선택 신호로서 발생하기 위한 CPU 인터럽트 상태 검출 로직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사 벡터 방식의 인터럽트 컨트롤러.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인터럽트 모드는,

IRQ 모드와 FIQ 모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사 벡터 방식의 인터럽트 컨트롤러.

청구항 7.

벡터드 인터럽트 방식을 지원하지 않는 축소 명령 세트 컴퓨터(RISC)들의 인터럽트 방법에 있어서:

하드웨어 장치로부터 인터럽트가 발생되었는지 여부를 판별하는 단계와;

판별 결과, 인터럽트가 발생되었으면 우선 순위 결정에 의해 최종 인터럽트 근원을 결정하는 단계와;

상기 최종 인터럽트 근원에 대응되는 분기 명령어를 발생하는 단계와;

CPU로 인터럽트 신호를 발생하는 단계와;

상기 인터럽트 신호에 응답해서 일반적인 CPU 명령어 대신 상기 분기 명령어를 상기 CPU로 입력하는 단계; 그리고

상기 CPU가 상기 분기 명령어에 응답해서 인터럽트 처리 루틴으로 직접 분기하여 상기 인터럽트를 처리하는 단계를 포
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럽트 처리 방법.

청구항 8.

 - 9 -



등록특허 10-0317237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최종 인터럽트 근원은,

다수개의 근원별 인터럽트 요구 상황들 중 우선 순위가 가장 높은 인터럽트 근원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럽트 처리 
방법.

청구항 9.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분기 명령어는,

IRQ 명령어와 FIQ 명령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럽트 처리 방법.

청구항 10.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인터럽트 신호는,

IRQ 인터럽트 신호와 FIQ 인터럽트 신호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럽트 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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