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대한민국특허청(KR)
(12) 공개특허공보(A)

(51) 。Int. Cl.7

G06F 15/16

(11) 공개번호
(43) 공개일자

10-2005-0023699
2005년03월10일

(21) 출원번호 10-2003-0061083
(22) 출원일자 2003년09월02일

(71) 출원인 삼성전자주식회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416

(72) 발명자 유인철
경기도수원시팔달구망포동690번지LG빌리지205-1902

(74) 대리인 김동진

심사청구 : 없음

(54) 복수의 ＣＰＵ 시스템에서 디바이스를 공유하는 방법 및장치

요약

본 발명은 2개 이상의 CPU를 갖는 다중 시스템에서 데이터 I/O 라인, 리셋 라인 및 클럭 라인 등을 갖는 특정 디바
이스를 별도의 스위칭 로직이나 추가회로 없이 두 개의 시스템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억세스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라 복수의 시스템이 하나의 디바이스에 대한 억세스를 공유하는 방법은, 모든 시스템의 인터페이스를
Floating 상태로 세팅하는 제1단계; 상기 디바이스에 대한 억세스가 가능한지 여부를 표시하는 PIO의 상태를 판단
하는 제2단계; 상기 PIO의 상태를 억세스가 가능하지 않은 상태로 설정하는 제3단계; 상기 디바이스에 억세스 하고
자 하는 제1 시스템과 상기 디바이스 간에 통신이 가능하도록 상기 제1 시스템의 인터페이스의 상태를 변경하는 제
4단계; 및 상기 제1 시스템과 상기 디바이스 간에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제5단계로 이루어진다.

대표도

도 4

색인어

PIO(Programmed Input/ Output), Floating 상태, 클럭(Clock), Alternative PIO, 제한 수신 장치(Conditional
Access System; CAS), 시큐리티 디바이스(Security Device)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복수의 시스템이 공유하고자 하는 디바이스의 입출력 단자를 나타낸 도면.

도 2는 클럭 신호, DATA VALID 신호 및 데이터 신호에 의하여 데이터를 전달받는 예를 나타낸 도면.

도 3은 종래의 기술에 따라 복수의 시스템이 공유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구조를 나타낸 블록도.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장치의 구성을 나타낸 블록도.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전체 동작을 나타낸 흐름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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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다수의 시스템에서 하나의 디바이스를 공유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2개 이상의 CPU
를 갖는 다중 시스템에서 데이터 I/O 라인, 리셋 라인 및 클럭 라인 등을 갖는 특정 디바이스를 별도의 스위칭 로직
이나 추가회로 없이 두 개의 시스템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억세스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특
히, 본 발명은 2개 이상의 튜너를 갖는 셋탑박스(Set-Top-Box) 등에서 수신제한장치(CAS: Conditional Access
System)에 필요한 시큐리티 디바이스를 공유하는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다.

도 1은 복수의 시스템이 공유하고자 하는 디바이스의 입출력 단자를 나타낸 것이다.

일반적으로 상기 디바이스의 입출력 라인(I/O line)은 CLOCK 라인(1), RESET 라인(2), DATA VALID IN 라인(3),
DATA VALID OUT 라인(5), DATA IN 라인(4), 및 DATA OUT 라인(6)으로 구성되거나, 그 이상의 I/O(Input/
Output) 라인으로 구성될 수 있다.

CLOCK 라인(1)은 시스템으로부터 클럭 신호를 전달받는 기능을 하고, RESET 라인(2)은 하드웨어 리셋(초기화)
명령을 전달하는 기능을 한다. 또한, DATA VALID IN 라인(3) 및 DATA VALID OUT 라인(5)은 수신하는 데이터
의 유효한 구간을 표시하는 DATA VALID 신호를 각각 입출력하는 기능을 한다. 그리고, DATA IN 라인(4) 및
DATA OUT 라인(6)은 실제 전달하고자 하는 데이터 신호를 입출력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도 2는 클럭 신호(10), DATA VALID 신호(20) 및 데이터 신호(30)에 의하여 데이터를 전달받는 예를 나타낸 것이
다. 데이터의 전송은 클럭 신호(10)의 시작으로부터 시작된다. 클럭 신호(10)가 존재하지 않는 구간에서는 어떠한
데이터 신호(30)가 전달되어도 그 신호는 무시된다. 본 예에서는 클럭 신호(10)가 low에서 high로 올라가는 지점에
서 데이터 신호를 읽는 경우를 나타낸 것이지만, high에서 low로 내려오는 지점에서 데이터 신호를 읽는 경우를 이
용할 수도 있다. 또한, 상기 데이터 신호(30)는 DATA VALID 신호(20)가 high인 경우에만 유효한 데이터로 인식되
므로, 상기 DATA VALID 신호(20)가 low인 경우의 신호는 무시된다. 도 2에서 DATA VALID인 구간내에서, 클럭
신호(10)가 low에서 high로 올라가는 지점에서의 데이터 신호(30)를 읽은 결과는 High, Low, Low, High가 되며,
이는 1, 0, 0, 1로 해석될 수 있다.

도 3은 종래의 기술에 따라 복수의 시스템이 공유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구조를 나타낸 블록도이다.

상기 구조는 복수의 시스템(100, 200) 및 상기 시스템이 공유하여 억세스 하고자하는 공유 디바이스(300), 이 밖에
로직부(Logic Module; 400), I/O 라인, IPC(Inter Processor Communication) 라인 및 선택 핀(selection pin;
110, 210)으로 구성될 수 있다.

상기 I/O 라인은 도 2에서 설명한 6개의 단자(도 2의 1 내지 6)를 가지며, 시스템이 공유 디바이스를 억세스
(Access)하기 위한 통로 역할을 한다. 또한, 상기 로직부(400)는 상기 I/O 라인들을 스위칭(Switching) 해주는 역
할을 한다. 그리고, 상기 선택 핀, 즉 S1(110), S2(210)는 복수의 시스템(100, 200) 중 하나가 공유 디바이스(300)
를 억세스 할 수 있도록 억세스 패스(Access Path)를 선택할 수 있게 해준다. 상기 IPC 라인은 시스템이 억세스를
하고자 할 때 다른 시스템이 공유 디바이스(300)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주는 역할을 한다.

도 3에서의 종래 기술에 따른 동작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두 개의 시스템(100, 200) 중 디바이스를 억
세스하고자 하는 제1 시스템에서 선택 핀(110)을 Enable시키고 시그널 패스(signal path)를 정한다. 이와 같이, 한
쪽의 패스가 정해지면 다른 모든 패스는 차단(Blocking)된다. 다음으로, 공유 디바이스(300)를 구동시키기 위해 클
럭을 발생(generation)시키고 하드웨어 리셋을 한다. 그리고, 정해진 통신 프로토콜에 따라 DATA IN 라인(도 1의
4) 및 DATA VALID IN 라인(도 1의 3)을 통해 커맨드를 보낸다. 그러면, 공유 디바이스(300)는 상기 커맨드를 실
행(Execution)하고, 정해진 프로토콜에 따라 DATA OUT 라인(도 1의 6) 및 DATA VALID OUT 라인(도 1의 5)을
통하여 상기 실행 결과를 상기 커맨드를 보낸 시스템에 전달한다. 이후, 제2 시스템(200)이 공유 디바이스(300)을
억세스하고자 할 때에는 제1 시스템(100)이 현재 공유 디바이스(300)에 억세스 중인지를 IPC(Inter Processor
Communication)를 통해 확인하고 제1 시스템의 사용이 끝났을 때 상기 공유 디바이스(300)에 억세스하는 과정을
반복한다.

상기 공유 디바이스 예로는 2개 이상의 튜너를 갖는 셋탑박스에서 수신제한장치에 필요한 시큐리티 디바이스가 대
표적이다. 그런데, 상기와 같은 방법을 적용하면, 다수의 시스템을 포함하는 하나의 박스(BOX)에 하나의 시큐리티
디바이스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간편하기는 하다. 그리나, 추가 회로 또는 추가 로직에 따른 비용 부담이 늘어난
다는 문제와, 클럭을 포함한 시그널 패스 스위칭에 따른 신뢰성(Reliability) 문제, 및 상호 억세스시의 동기화
(Synchronization)를 해결하여야 하는 문제 등이 존재한다.

또 다른 종래의 방법에는, 공유하고자 하는 디바이스의 입력과 출력 그리고 디바이스를 구동시켜주는 클럭을 양 시
스템에서 직접적으로 공유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복수의 시스템 각각이 복수의 디바이스를 독립적으로 이용하
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큐리티 디바이스는 그 프로토콜이나 데이터 포맷이 공개되지 않으므로 시큐리
티 디바이스 억세스를 지원하는 시스템 칩을 사용하여 독립적으로 억세스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에 보안성은
좋지만 수신제한(Conditional Access) 또는 인증(Authorization) 기능 부여를 위해 복수의 CPU 시스템을 갖는 하
나의 박스(BOX)에 여러개의 시큐리티 디바이스를 설치하여야 하므로 불편하고 비경제적이다.

이외의 종래 기술로는, 시큐리티 디바이스를 제1 시스템에 부착(Attach)하고, 제2 시스템이 제1 시스템과의 인터페
이스를 통해 시큐리티 디바이스와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는 제1 시스템과 제2 시스템 간의 통신과
정에서 시큐리티(security)를 보장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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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 문제를 고려하여 창안된 것으로, 듀얼 CPU를 갖는 듀얼 시스템에서 추가적인 로직회로 없이 특정
시큐리티 디바이스를 간단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은 공유 디바이스의 I/O 포트와 프로토콜을 변경하지 않고도 복수의 시스템에서 독립적으로 공유 디바
이스를 억세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따라 복수의 시스템이 하나의 디바이스에 대한 억세스를 공유하는 방법
은, 모든 시스템의 인터페이스를 Floating 상태로 세팅하는 제1단계; 상기 디바이스에 대한 억세스가 가능한지 여부
를 표시하는 PIO의 상태를 판단하는 제2단계; 상기 PIO의 상태를 억세스가 가능하지 않은 상태로 설정하는 제3단
계; 상기 디바이스에 억세스 하고자 하는 제1 시스템과 상기 디바이스 간에 통신이 가능하도록 상기 제1 시스템의
인터페이스의 상태를 변경하는 제4단계; 및 상기 제1 시스템과 상기 디바이스 간에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제5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따라 복수의 시스템이 하나의 디바이스에 대한 억세스를 공유하는 장치
는, 각각 CPU를 내장하고 있는 복수의 시스템; 상기 복수의 시스템이 억세스하고자 하는 공유 디바이스; 상기 복수
의 시스템간에 연결되고, 억세스가 가능한지 여부를 표시하는 PIO; 및 상기 복수의 시스템과 공유 디바이스 간에 연
결되어 데이터의 전송로 역할을 하는 입출력 라인을 포함하는데, 상기 입출력 라인은 복수의 시스템이 공유 디바이
스에 억세스하지 않을 때에는 Floating 상태로 세팅되고, 복수의 시스템 중 하나의 시스템이 공유 디바이스에 억세
스할 때에는 시스템과 공유 디바이스간에 억세스가 가능하도록 인터페이스의 상태가 변경되어 세팅되는 것을 특징
으로 한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한다.

본 발명의 하드웨어 구성은 도 4에서 보는 바와 같다. 기존의 디바이스 억세스에 필요한 6개의 I/O 라인들(도 1의 1
내지 6)을 두 시스템과 디바이스간에 직접 Pin-to-Pin으로 연결하고 상호 억세스 싱크를 맞추기 위해 시스템 사이
에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PIO(Programmed Input/Output) 하나를 할당하여 구성하였다. 본 발명에서는 상기 싱크를
맞추기 위한, 즉 상기 시스템간에 연결되어 공유 디바이스에 대한 억세스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PIO를 SYNC PIO라
고 정의한다. 본 발명에서는 도 3과 같이 양 시스템 간에 IPC를 이용하여 연결하지 않고, 단순히 SYNC PIO로서 연
결한다. 따라서, IPC에서와 같이 양 시스템간에 정보를 주고 받기 위해 별도로 정의된 프로토콜을 사용할 필요없이
하드웨어적으로 Low와 High만을 구분하면 된다.

클럭 라인(도1의 1)은 공유 디바이스에서 보면 입력 단자에 해당하므로, 두 시스템의 클럭을 동시에 출력으로 연결
하면 충돌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본 발명에서는 상기 클럭 라인을 Floating 라인으로 공유하고 억세스를 요
구하는 시스템에서만 Alternative PIO로 구성하여 클럭을 발생(generation)시키고 공유 디바이스와 통신을 한다.
그 후, 다시 Floating PIO 상태로 만들어 상대 시스템에 영향을 주지 않고 필요시에만 억세스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이다. 여기서 Floating 상태란 High 상태인지 Low 상태인지를 결정할 수 없는 상태, 즉 1 인지 0인지를 인식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본 발명에서 시스템(100, 200)과 공유 디바이스(300) 간을 연결하는 입출력 라인은 시스템(100, 200) 및 공유 디바
이스(300) 각각의 인터페이스(Interface)에 연결되는데, 상기 인터페이스는 GPIO를 지원하는 것으로 한다. 실제 대
부분의 시스템 칩은 GPIO를 지원하고 있다. 여기서 GPIO는 Normal PIO, Alternative PIO 및 Floating PIO 등을 모
두 사용할 수 있도록 다중화(Multiplex)되어 있어 사용자가 필요에 따라 원하는 모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상기 Normal PIO 모드는 도 1에서와 같은 입출력 단자(1 내지 6)를 사용자가 일일이 정의하여 동작하는 경우를 의
미하고, Alternative PIO 모드는 상기 입출력 단자 각각을 사용자가 정의할 필요 없이 각자 연결만 되면 자동으로
동작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또한, High 상태도 Low 상태도 아닌 Floating 상태로 만들어 주는 Floating PIO
모드도 선택할 수 있다.

본 발명은 도 4와 같이 복수의 시스템이 공유하는 I/O, 클럭 라인을 시스템 칩이 제공하는 핀 설정(Configuration)을
적절히 이용하여 핀 간에 충돌없이 다중 억세스를 독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본 발명에서의 통신 프
로토콜은 종래의 프로토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그에 관한 구체적 기술은 하지 않기로 한다.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전체 동작을 나타낸 흐름도이다.

먼저, 초기상태 내지 평상시에는 공유 디바이스와의 모든 인터페이스 라인을 양쪽 시스템 모두 Floating 상태로 세
팅하여 Idle 상태를 유지한다(S600). 두 시스템간 억세스 싱크를 맞추기 위해 억세스 전에 PIO는 항상 High를 유지
하며 억세스할 동안만 Low로 떨어뜨린다.

다음으로, 억세스를 원하는 시스템(제1 시스템)이 공유 디바이스에 억세스를 시도한다(S610), 이 때 싱크 PIO가
Low 상태이면 다른 시스템에서 공유 디바이스에 억세스 중이므로 싱크 PIO가 High로 릴리스(Release)될 때까지
기다린다(S620).

상기 싱크 PIO가 High 상태로 되면, 상기 억세스를 원하는 시스템은 싱크 PIO를 Low로 어서트(Assert)시키고
(S630), 공유 디바이스와의 인터페이스를 위해 모든 PIO를 Alternative PIO로 세팅한다(S640). 즉, 보안성이 보장
된 프로토콜을 위하여 클럭 라인, 리셋 라인 등의 입출력 라인(도 1의 1 내지 6)을 모두 Alternative PIO로 세팅한
다. 본 실시예에서는 Alternative PIO를 사용하였지만, 필요에 따라 Normal PIO를 사용할 수도 있다. 상기 억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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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원하는 시스템은 Alternative PIO로 세팅되었지만, 이외의 시스템은 계속 Floating 입력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므
로, I/O 충돌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다음으로, 상기 억세스를 원하는 시스템에서 공유 디바이스 구동을 위해 클럭을 발생시켜 공유 디바이스에 인가한
다(S650). 그리고, 리셋 라인(도 1의 2)을 이용하여 하드웨어 리셋을 함으로써 공유 디바이스를 Wake Up 시킨다
(S660).

다음으로, 약속된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DATA IN 라인(도 1의 4) 및 DATA VALID IN 라인(도 1의 3)을 통해 공유
디바이스에 커맨드를 전달한다(S670). 상기 커맨드를 전달받은 공유 디바이스는 커맨드를 실행한 후 그 결과를
DATA OUT 라인(도 1의 6) 및 DATA VALID OUT 라인(도 1의 5)을 통해 상기 커맨드를 전달한 시스템에 전송한
다(S680).

상기 제1 시스템과 공유 디바이스간에 Alternative PIO 상태로 세팅된 인터페이스 라인을 다시 Floating 상태로 세
팅한다(S690). 그리고, 싱크 PIO를 High로 전환하여 다음 억세스를 기다린다(S699).

이상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를 설명하였지만,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는 본 발명이 그 기술적 사상이나 필수적인 특징을 변경하지 않고서 다른 구체적인 형태로 실시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상에서 기술한 실시예들은 모든 면에서 예시적인 것이며 한정적이 아닌 것으로
이해해야만 한다. 본 발명의 범위는 상기 상세한 설명보다는 후술하는 특허청구의 범위에 의하여 나타내어지며, 특
허청구의 범위의 의미 및 범위 그리고 그 균등 개념으로부터 도출되는 모든 변경 또는 변형된 형태가 본 발명의 범
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복수의 시스템이 하나의 공유 디바이스를 억세스할 수 있는 장치에 있어서, 상기 회로를 추가 로
직 회로 없이 Pin-to-Pin으로 간단하게 구성하여 디바이스를 공유할 수 있으므로 재료비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르면, 듀얼 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큐리티 디바이스의 PIO 및 프로토콜의 변경 없이 시스템
칩의 PIO의 설정(Configuration)만을 변경하여 독립적으로 억세스할 수 있게 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르면, 공유 디바이스에 억세스를 하기 위하여 상대 시스템에게 사용여부를 요청하지 않아도 싱크
PIO만으로 간단하게 동기화(Synchronization)를 구현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실제 제품의 재료비 절감은 물론 구
매자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킴으로써 제품의 완성도를 높이고 기술확보에 따라 유사 제품에 상기 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르면, 복수의 튜너를 갖는 디지털 방송 수신기에 있어서, 하나의 시큐리티 디바이스를 이용한 수
신제한장치를 구현하는데 적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복수의 시스템이 하나의 디바이스에 대한 억세스를 공유하는 방법에 있어서,

모든 시스템의 인터페이스를 Floating 상태로 세팅하는 제1단계;

상기 디바이스에 대한 억세스가 가능한지 여부를 표시하는 PIO의 상태를 판단하는 제2단계;

상기 PIO의 상태를 억세스가 가능하지 않은 상태로 설정하는 제3단계;

상기 디바이스에 억세스 하고자 하는 제1 시스템과 상기 디바이스 간에 통신이 가능하도록 상기 제1 시스템의 인터
페이스의 상태를 변경하는 제4단계; 및

상기 제1 시스템과 상기 디바이스 간에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제5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복수의 CPU
시스템에서 디바이스를 공유하는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제5단계 이후에,

상기 제1 시스템의 인터페이스를 Floating 상태로 세팅하는 단계; 및

상기 PIO의 상태를 억세스가 가능한 상태로 설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복수의 CPU 시스템
에서 디바이스를 공유하는 방법.

청구항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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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PIO는 SYNC PIO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복수의 CPU 시스템에서 디바이스를 공유하는 방법.

청구항 4.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억세스가 가능하지 않은 상태는 low 상태이고, 상기 억세스가 가능한 상태는 high 상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복수의 CPU 시스템에서 디바이스를 공유하는 방법.

청구항 5.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제2단계 이후 상기 제3단계 이전에,

상기 PIO의 상태가 억세스가 가능한 상태인지를 판단하여 억세스가 가능하지 않은 상태이면 억세스가 가능한 상태
가 될 때까지 대기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복수의 CPU 시스템에서 디바이스를 공유하는 방법.

청구항 6.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변경되는 제1 시스템의 인터페이스의 상태는 Alternative PIO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복수의 CPU 시스템에서
디바이스를 공유하는 방법.

청구항 7.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제5단계는

상기 공유 디바이스 구동을 위해 클럭을 발생시켜 상기 공유 디바이스에 인가하는 단계;

리셋 라인을 이용하여 하드웨어 리셋을 함으로써 상기 공유 디바이스를 Wake Up 시키는 단계; 및

상기 공유 디바이스에 커맨드를 전달하고 상기 커맨드에 대한 결과를 응답으로 받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복수의 CPU 시스템에서 디바이스를 공유하는 방법.

청구항 8.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공유 디바이스는 디지털 방송 수신기의 제한 수신 시스템에 필요한 시큐리티 디바이스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복수의 CPU 시스템에서 디바이스를 공유하는 방법.

청구항 9.

복수의 시스템이 하나의 디바이스에 대한 억세스를 공유하는 장치에 있어서,

각각 CPU를 내장하고 있는 복수의 시스템;

상기 복수의 시스템이 억세스하고자 하는 공유 디바이스;

상기 복수의 시스템간에 연결되고, 억세스가 가능한지 여부를 표시하는 PIO; 및

상기 복수의 시스템과 공유 디바이스 간에 연결되어 데이터의 전송로 역할을 하는 입출력 라인을 포함하는데,

상기 입출력 라인은 복수의 시스템이 공유 디바이스에 억세스하지 않을 때에는 Floating 상태로 세팅되고, 복수의
시스템 중 하나의 시스템이 공유 디바이스에 억세스할 때에는 시스템과 공유 디바이스간에 억세스가 가능하도록 인
터페이스의 상태가 변경되어 세팅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복수의 CPU 시스템에서 디바이스를 공유하는 장치.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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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PIO의 상태는 복수의 시스템이 공유 디바이스에 억세스를 하고 있지 않은 중에는 억세스가 가능한 상태로 설
정되고, 복수의 시스템 중에서 하나의 시스템이 공유 디바이스에 억세스를 하고 있는 중에는 억세스가 가능하지 않
은 상태로 설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복수의 CPU 시스템에서 디바이스를 공유하는 장치.

청구항 11.

제9항 또는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변경된 인터페이스의 상태는 Alternative PIO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복수의
CPU 시스템에서 디바이스를 공유하는 장치.

청구항 12.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억세스가 가능하지 않은 상태는 low 상태이고, 상기 억세스가 가능한 상태는 high 상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복수의 CPU 시스템에서 디바이스를 공유하는 장치.

청구항 13.

제9항 또는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시스템은

상기 공유 디바이스 구동을 위해 클럭을 발생시켜 상기 공유 디바이스에 인가하는 수단;

리셋 라인을 이용하여 하드웨어 리셋을 함으로써 상기 공유 디바이스를 Wake Up 시키는 수단; 및

상기 공유 디바이스에 커맨드를 전달하고 상기 커맨드에 대한 결과 응답을 수신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복수의 CPU 시스템에서 디바이스를 공유하는 장치.

청구항 14.

제9항 또는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공유 디바이스는 디지털 방송 수신기의 제한 수신 시스템에 필요한 시큐리티 디바이스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복수의 CPU 시스템에서 디바이스를 공유하는 장치.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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